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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모빌리티의 상상과 새로운 삶의 실험
- 농촌 이주 청년들의 서사를 중심으로 -

김반석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본 연구는 최근 들어 사회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청년들의 농촌 이주 현
상을, 청년들 자신의 삶의 서사로부터 다시 규명해 가려는 연구이다. 청년들
이 도시에서 겪었던 생존경쟁과 불안정한 삶의 여건 가운데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지속해 갈 수 없다고 느낀 상황에서, 농촌이라는 새로운 공간으로의 이
동을 통하여 자신들의 삶의 자율성과 주도권을 회복하고, 자신들의 삶의 전
망을 재구성해 가는 실천으로서 청년들의 농촌 이주에 주목하였다.

우선은 청년들의 농촌 이주 현상의 배경을 살피기 위해, 한국사회의 농촌
이주 현상 전반을 아우르는 ‘귀농귀촌’ 담론의 흐름과 그 의미론에 대해 살
펴보았다. 한국에서는 90년대 말 외환위기를 전후한 시기에, 정부의 실업자
구제책의 일환으로서 ‘귀농’이 정책적으로 장려되고, 한편에서는 생태운동의
일환으로서 ‘귀농운동’의 흐름이 등장하면서, ‘귀농귀촌’이 사회적인 현상으
로서 가시화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농촌의 세대교체를 담당할 젊은 인력들이 필요해지면서, 청년들
의 귀농귀촌을 장려하는 움직임이 최근 들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만들어진 청년 귀농귀촌 담론에서는, 청년들의 농촌 이주를 ‘농촌에서
의 창업’으로서 규정하거나, 경쟁적이고 소비적인 도시에서의 삶의 방식에
저항하며 농촌에서 대안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활동으
로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가 문제제기를 하는 지점은 바로 이 부분에서이다. 청년들이 농촌
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이제 막 삶의 진로와 향방을 정해야 하는 이행기적
시기에, 동원할 수 있는 자원도 부족하고, 농촌사회 내에서의 위치도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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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한 상황에 놓인다는 점에서, 장년층의 귀농귀촌에 비해 훨씬 많은 위험
요소와 불안감을 감수해야 하는 결정이다. 그러한 점에서 경제적인 기회나
대안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귀농귀촌 담론의 설명틀만으로는 청
년들이 그 모든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농촌에서의 삶을 선택하는 이유를 제
대로 설명해낼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본 연구는 청년들의 농촌 이주의 과정에서 드러
나는, 이들 자신의 미래에 대한 전망과 상상의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농촌 이주 서사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청년들이 농촌으로 이주하기 전 도시
에서의 경험으로부터 시작하여, 이들이 농촌을 접하고 경험하면서 농촌으로
의 이주를 결심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농촌으로 이주한 이후 새롭게 미래
를 꿈꾸며 자신의 삶을 꾸려 나가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청년들이 농촌 이주 이전 도시에서 겪었던 회의와 스트레스는, 이들
이 더 이상 자신의 삶의 미래를 전망할 수 없다는 무기력함과 연결되어 있
다. 청년들이 도시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은 단순히 현재의 삶의 어려
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는 자신의 삶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는,
삶의 전망의 불가능성으로 이어진다. 한편 청년들은 도시에서의 경험을 이야
기하는 가운데, 다양한 형태의 경험을 거치며 스스로 삶의 전환의 계기를 마
련하고자 한 경험들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는 농촌으로 이주하기 전, 도시
에서부터 이미 불안정한 삶의 전망을 마주하는 가운데 자신의 삶을 기획해
나가고자 하는 계기들을 마련해 온 것으로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실험과 모색의 경험들은 이후 이들이 농촌이라는 새로운 삶의 무대에 자신
을 던지는 데도 영향을 주었다.

둘째로 청년들의 농촌 이주 과정은, 처음부터 농촌 이주를 목표로 하고 치
밀하게 준비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농촌을 접하고 경험하는 다양한 계기들
이 누적되는 가운데 농촌에서의 삶을 실험하고 모색한 끝에 비로소 본격적
인 이주로 이어지는 비선형적인 형태를 띠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일
련의 과정은 청년들이 농촌이라는 미지의 공간에 자신을 던져 보면서, 농촌
에서의 삶의 가능성을 가늠해 보고, 농촌의 삶에 대한 막연한 상상을 구체화
시키는 과정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이동에 대한 상상
은, 청년들의 농촌 이주를 뒷받침해 주는 정책이나 공동체와 같은 다양한 기
회구조를 경유하면서, 구체적인 이동의 실천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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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청년들은 농촌으로 이주한 이후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꾸려 나가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청년들의 삶의 기획에서 핵
심이 되는 것은 ‘자율성’이다. 도시에서는 자기 삶의 주도권을 갖지 못했던
데 비하여, 농촌에서는 자기가 직접 노동과 삶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기획해 나가고, 약소하나마 노동의 결과물을 자신이 향유하고 자
급자족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농촌 이주 동기와 이주 이후의 삶에 대한
서사에서 되풀이되어 등장했다. 이렇게 자기 삶의 주도권을 회복하고, 자신
의 행위 공간을 확보해 나가는 가운데, 청년들은 도시에서와는 또 다른 삶의
전망을 구성해 나가고, 지속가능한 삶의 모델을 추구하며 자신의 생애를 기
획해 나가는 것이다.

청년들의 농촌 이주가 사회적으로 관심의 대상으로서 떠오르고 있지만, 대
부분의 경우 농업의 세대교체나 지역 발전, 혹은 대안적인 공동체의 건설과
같은 청년들의 농촌에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농촌 이주를 다루
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청년들이 농촌으로 오기를 바란다면, 청년들에게 모
종의 역할을 기대하기 이전에 이들이 농촌을 자신의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택하고,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농촌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 나가기를 원하는지, 청
년들 자신의 고민과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다. 본 연
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청년들의 삶의 전망과 미래에 대한 꿈의 차원
으로부터 청년들의 농촌 이주 서사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청년, 귀농귀촌, 농촌 이주, 상상된 미래, 상상된 모빌리티,
자율성, 행위성, 꿈.

학번: 2017-29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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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배경 및 문제제기

최근 들어 농촌으로 내려가는 청년들이 언론에서 조명을 받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이전에는 ‘귀농귀촌’이, ‘인생 제2막’이라는 표현에서
암시되듯 은퇴자들을 비롯한 장년층들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던 것을
생각하면 매우 새로운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TV에서는 청년 농부들
을 주제로 하는 다큐멘터리나 예능오락 프로그램1)이 계속해서 방영되
고 있고, 2018년 2월에 개봉된 영화 <리틀 포레스트>는 도시 생활에
지쳐 있는 이들에게 농촌이라는 공간을 상상하게끔 해주었다.

비단 언론의 조명뿐만 아니라, 정책담론에서도 청년들의 귀농귀촌은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통령은 농업인 초청 간담회에 청소
년 농부를 초청하여 쌀을 전달받는 연출을 하며 청년 농업인을 미래
농업의 주역으로 호명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2)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신규 청년농업인들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을 비롯
하여 농업자금 융자, 농지, 교육 등을 제공하는 포괄적인 프로그램인
‘청년창업농 지원사업’을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금과 관련
된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자체 차원에
서도 청년들의 농촌에서의 삶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고,
청년 인구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3) 각종 귀농귀촌 박람회에

1) 《tvN》에서 2018년 6월 25일에 방영한 예능오락 프로그램 <풀 뜯어먹는 소리>는
출연진들이 농촌에 내려가 현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청소년 농부와 함께 생활하
며 농촌의 삶을 체험하는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다. 2019년 4월 1일에 세
번째 시즌이 시작되었다.

2) 《국민일보》 2018년 12월 27일자, “중학생 농부 한태웅, 靑에서 ‘흙에 살리라’ 부
른 사연”

3) 경상북도의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충청남도의 ‘2030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완주
군의 ‘청년쉐어하우스’, ‘청년인턴사업’ 등 각급 지자체에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
램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마을학회 일소공도, 20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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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이전에 비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있
고, 지역살이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 차원의 각종 
포럼이나 강연 등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농촌살이 관련 행사나 박람회에 참여하고, 청년창업농 지원
사업에 많은 지원자들이 몰리는 것을 볼 때, 청년들 중에도 농촌에서
의 삶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꽤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과연 청년들이 왜 농
촌에 가고자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정책담론이나 미디어에서의 
재현을 보면 얼핏 간단해 보인다. 도시에서의 삶에 지쳐서, 계속되는 
취업난 가운데 생존의 문제가 불투명해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아 
농촌으로 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나리오만으로 청년들이 농촌에 가는 것을 다 설명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 농촌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단순히 새로
운 일자리를 찾아간다거나 대안적인 삶을 실험한다고 하기에는, 기존
에 익숙했던 도시라는 무대를 떠나 농촌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
로 삶의 터전을 옮겨 새로운 삶을 꾸려 나가는 굉장히 큰 결정이다. 
그런 만큼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하고, 또 적지 않은 위험요소를 감수
해야 하는 결정이다. 특히 기존에 모아 놓은 자원을 동원하여 농촌에 
내려가서 새로운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장년층 귀농귀촌자들에 비
해, 청년들은 이제 막 진로를 탐색하고 삶의 길을 본격적으로 개척해 
나가야 하는 시점에서, 아무런 자원도 없이 새로운 환경에 자신을 내
던져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한 점에서 청년들의 농촌 이주를 일자리
의 문제나, 대안적 가치 추구라는 차원으로만 환원시키는 것은 농촌
으로 내려가는 청년들의 실제적인 고민들과 이들이 맞닥뜨릴 어려움
들을 간과할 우려가 있다. 왜 이들이 그 모든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농촌이라는 새로운 삶의 터전에 도전하게 되었는지를 보려면, 이들이 
농촌에서 어떠한 새로운 삶의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실제로 농촌에서 어떻게 그러한 전망을 실현해 가는지에 대해서 면밀
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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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청년들의 농촌 이주를 청년기라고 하는 삶의 이행기
의 상황에서 새로운 삶을 기획하기 위한 시도로서 파악하고, 청년들
의 농촌 이주 이전과 이후의 서사를 살펴보면서, 청년들이 왜 농촌으
로의 이주를 택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농촌에 이주하기 전에 
도시에 살면서 ‘청년’으로서 어떠한 고민과 문제를 겪었는지,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농촌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과 연결되었는지를 살펴보
고자 한다. 그리고 농촌이라는 공간을 접하고, 농촌에서의 삶을 직간
접적으로 경험하는 가운데, 농촌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상상과 기
대가 싹트고, 그것이 구체적인 이동의 실천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
정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농촌에 내려온 이후의 삶의 이야기와 이
후의 삶의 계획, 꿈, 가치관에 대해 살펴보면서, 청년들이 농촌이라는 
공간에서 실제로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방식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자신들의 삶의 전망을 새롭게 그려 나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2.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는 ‘청년들의 농촌 이주’라는 현상을, 기존의 귀농귀촌 연구
에서 제시한 설명논리나, 귀농귀촌 정책 또는 미디어 재현에서 나타
나고 있는 귀농귀촌 담론의 맥락이 아니라, 농촌 이주 이전과 이후의 
과정을 아우르는 청년들 자신의 서사에서 드러나는 미래의 삶에 대한 
상상과 전망의 차원과 연결시켜 보고자 하는 연구이다. 그러한 점에
서 본 연구의 목적과 차별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한국의 맥락에서 
그 동안 이루어져 왔던 농촌 이주4)에 대한 연구의 흐름과, 청년들의 

4) 본 연구에서는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떠나는 현상을 가급적 ‘농촌 이주’라는 단어
로 지칭하고자 한다. 정책이나 미디어 담론에서 농촌지향 이동을 일반적으로는 
‘귀농·귀촌’이라는 단어로 주로 지칭하고 있으다. 하지만 이 용어가 현재의 정책적 
패러다임과 관련된 특수한 용어라는 점, 그리고 ‘농업에의 종사 여부’를 중심으로 
농촌에서의 삶을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촌에서의 다양한 삶의 형태를 포괄하
지 못하고 획일화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존재한다(박수진·나주몽, 2016:125). 그러
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맥락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농촌 이주’라는 중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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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 위기 가운데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대안적 실천에 대한 연구
들을 검토하고, 이 두 흐름의 교차점 위에서 본 연구의 위치를 확보
해 가고자 한다.

1) 농촌 이주에 대한 연구의 흐름

서양에서 농촌 이주의 문제가 주로 반도시화(counter-urbanizati- 
on), 땅으로의 회귀(back-to-the-land) 등으로 불리며 1960~70년대
를 기점으로 이루어진 반문명적·생태적 실천으로서의 농촌 이주를 중
심으로 하여 논의가 촉발되었다면(송인하, 2013: 42-46), 국내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하여 실업자 구제대책의 일환으로서 귀
농 장려 정책이 추진되면서 본격적으로 농촌 이주가 사회적 현상으로
서 주목받았다는 점에서(유정규, 1997), 주로 ‘귀농’ 혹은 ‘귀농귀촌’
이라는 정책을 중심으로 하여 논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사회
적 현상으로서의 ‘귀농귀촌’의 등장과 이에 대한 담론과 재현의 맥락
에 대해서는 제2장에서 개괄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본 항에서는 한국
에서 도시로부터 농촌으로 이주하는 현상에 대한 연구가 어떠한 경향
을 띠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검토할 것이다.

농촌으로의 이주는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이동이라는 점에서 기본적
으로 도시와 농촌 간의 인구 이동으로서의 성격을 띤다. 90년대 이전
까지 한국에서는 산업화 시기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는 ‘이촌향도’ 현
상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이 시기의 연구에서 도시로부터 농촌으로
의 인구 이동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하여 귀농을 장려하는 정부정책이 시행되면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인구가 급증하고, 그러면서 ‘귀농’이 사회적인 현
상으로서 주목받게 되면서, ‘귀농(귀촌)’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
여 농촌지향 인구이동에 대한 연구가 급증하였다(오수호, 2011; 박수
진·나주몽, 2016).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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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으로의 인구 이동이 일어나는 원인을 분석한 논문들을 보면(박
수진·나주몽, 2016) 크게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에서 이동이 일어
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거시적 관점에서는 도시와 농촌 각각의 지
역적 특성에 주목하여, 도시에서의 삶의 어려움, 환경오염, 도시생활
에 대한 회의 등 도시를 떠나고 싶게 만드는 ‘배출요인’과, 농촌의 경
관과 환경, 농업의 전망과 같이 농촌으로 오고 싶게 만드는 매력요인
을 지칭하는 ‘흡인요인’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농촌으로의 인구 이
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우성호·이
성근, 2015; 박성복, 2013 외 다수). 한편 농촌으로의 인구 이동에 대
한 미시적 접근은 농촌 이주의 동기와 원인을 개인적 차원에서 접근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지역적인 특성의 차원보다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귀농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한편 지금까지의 농촌 이주 현상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귀농귀촌 
정책의 차원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2009년을 
기점으로 ‘귀농귀촌’이 본격적으로 정책적 용어로서 자리 잡게 되면
서, 그리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시기와 겹치면서 이들의 농촌에
서의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귀농귀촌을 활성화시키고 
이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많이 이루어졌다(박수
진·나주몽, 2016:122). 이에 따라 ‘농촌 이동 결정 → 지역 선택 → 
이동의 실행 및 적응 과정’에 이르는 각 단계에서 귀농귀촌자의 이동 
동기와 그 유형, 지역 선택의 요인, 적응 과정과 삶의 만족도, 그리고 
귀농귀촌자들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
어졌다.

그런데 이러한 ‘귀농귀촌’ 관련 연구의 대부분은 양적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 연구로서, 지역의 특성이나 개인적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농촌이주의 각 단계에서 개인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에 대해서 분석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실제 농촌 
이주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복합적인 동기와 가치관, 의미세계를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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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2) 대안적 실천으로서의 귀농귀촌에 대한 연구

이러한 점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경향이 2010년을 전후하여 나오기 
시작한, 질적 연구의 방법을 통해 농촌 이주자들의 가치지향과 실천
의 차원을 탐구한 연구들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농촌으로의 이주가 
가지고 있는 대안적·생태적 가치의 실천으로서의 가능성에 주목하여 
이들의 농촌에서의 실천이 갖는 문화적 함의와 가능성을 타진한 연구
들이 근래 들어 이루어지고 있다.

송인하(2013)의 연구는 이전까지의 귀농귀촌 담론이 경제적 측면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을 지적하고, 기존의 ‘경제목적 귀농’과 대비되는 
이념형으로서 ‘생태가치 귀농’의 형태를 제시한다. 그는 이러한 생태
가치지향 귀농인들의 농촌 이주 과정과 정착 과정에서 보이는 다양한 
실천의 양상을 포괄적으로 탐구하면서, 기존의 경제목적 귀농에 비해 
생태가치 귀농이 가지는 특징과 농촌사회에서의 역할 및 가능성에 대
해 타진하고 있다. 이해진과 김철규(2013) 역시도 ‘대안가치지향 귀농
인’들의 사회적 특성을 분석하고, 그들이 농촌사회 내에서 가지고 있
는 역할과 가능성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이들은 농촌 이주 인구가 
양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내부에서 질적 분화가 일어나고 있음
에 주목하면서, 농촌 이주의 형태를 경제효용형/대안가치형/생활편의
형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다른 유형과는 구분되는 대안가치형 귀농
인의 사회적 특성에 대해 주목한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대안가치지향 귀농인’은 농업·농촌·생태 문제에 
대한 뚜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며 
대안적 삶의 형태를 구현하고자 하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농촌에 
내려온 이들이다. 이들은 대안가치지향 귀농인들이 농촌사회 내에서 
경제적·사회적·정치적으로 기존과는 다른 대안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지속가능성을 실천해갈 수 있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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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안가치지향 귀농’을 기존의 ‘경제가치지

향’, 혹은 ‘생활편의형’ 귀농인들의 가치지향과는 상반된 것으로 제시
하고 있는데, 생태·대안가치를 지향하는 귀농인들이 과연 경제적 필요
나 혹은 생활상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채로 순전히 자신들의 가치 
실현만을 위해 농촌 이주를 택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또한 생태적·대안적 가치라는 정신적 차원에 집중한 귀농의 형
태를 경제적 가치나 생활편의적 가치와 같은 물적 가치를 지향하는 
귀농의 형태와 대별되는 구도로 설정함으로써, 은연중에 ‘생태가치 귀
농’에 대한 가치판단을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진양명숙·김
주영, 2014: 131). 그리고 ‘대안가치지향 귀농인’들의 실천과 역할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기대를 함으로써, 이것 자체가 또 하나의 당위적 
함의를 갖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연구 경향은 특히 청년들의 농촌 이주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비판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송인하와 이해진·김철규의 
논의에 따르면 대안가치지향 귀농인들은 경제적으로는 비교적 여유로
운 중산층 이상의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학력과 문
화자본을 가지고 있다(송인하, 2013:85-88; 이해진·김철규, 2013: 64 
-65). 그렇기에 경제적인 생존의 문제로부터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상태로,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의 실현을 위한 가치합리적 선택으로
서 농촌으로 내려왔다는 것이 이들의 ‘대안가치지향 귀농’에 대한 설
명이다. 

그러나 청년들의 경우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했거나 혹은 이
제 막 자신의 삶의 경로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생존의 
문제와 진로의 고민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상태로 농촌에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들 역시 미디어에서 이야기하는 바
와 같이 단순히 경제적인 수익이나 창업의 기회만을 바라고 농촌에 
내려온 것은 아니며, 그 안에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대안적 
삶의 방식을 탐색하고, 실현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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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한 ‘경제가치지향 귀농’과 ‘대안가치지향 
귀농’의 이분법적 구도로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이러한 연유에서 청년들의 시기적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설명논리
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본격화되기 시작한 청년들의 
농촌 이주 움직임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적 연구가 아직 많이 이루어
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의 장년층의 농촌 이주 현상과는 구분되는, 
청년들의 농촌 이주의 특성을 포착할 수 있는 분석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청년들 자신의 농촌 이주
를 이들이 이행기 상황에서 새로운 삶의 전망을 구성해 가는 과정으
로 놓고, 청년들의 농촌 진입 전후의 서사를 살펴보면서 이들의 농촌 
이동 과정에서 드러나는 새로운 삶의 전망의 차원을 탐구하고자 한
다.

3) 청년들의 이행의 위기와 대안의 모색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청년들이 도시를 떠나 농촌이라는 새
로운 삶의 무대를 택하는 배경에는 기존의 삶의 조건에서는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을 조망하고 설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이행의 
불가능성이라는 배경이 자리해 있다. 그러한 점에서 여기서는 청년들
의 농촌 이주의 배경을 이루는, 청년들의 이행과정이 매우 불안정해
진 상황 가운데 이들이 스스로 삶의 대안을 모색해 가는 과정을 살펴
본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오늘날 이야기되고 있는 ‘청년들의 위기’의 중요한 단면들 중 하나
는, 흔히 학교에서 졸업하여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고, 결혼을 통해 가
족을 구성한다고 하는 전형적인 이행과정 자체가 매우 불안정해지고, 
안정적인 이행경로를 통해 삶을 장기적으로 기획해 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청년담론에서 초기
부터 꾸준히 회자되어 왔던 ‘3포세대(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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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담론 역시 청년들의 사회적 재생산 활동이 사실상 매우 불안정해
졌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청년들의 이행의 위기와 표준적 이행경로의 해체와 같은 
주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글로벌한 차원에서 꾸준히 논의되어 왔는
데, 이는 후기근대 사회에서의 개인화(individualization)와 새로운 일
대기(biography)의 구성이라는 더 큰 주제와 맞닿아 있다(Beck and 
Beck-Gernsheim, 2002; 김영·황정미, 2013:221에서 재인용). 즉, 후
기근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이전에 개인들의 생애과정을 뒷받침해 주
던 제도와 관습들이 해체되면서, 개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설계
하고 선택하며 자신의 일대기를 구성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
다. 달리 말하자면, 사회가 더 이상 개인들의 생애 기획을 책임질 수 
없는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개인들이 스스로 라이프스타일을 선택해 
가면서 삶의 불확실성에 대응해 나가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홍찬숙, 2016:5).

우리나라에서도 위와 같은 논의의 연장선에서 청년들의 이행기 서
사와 생애기획이 매우 불투명해졌음을 조명하는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청년들의 이행 경험과 
자아정체성의 구성의 문제를 연구한 정수남과 동료들(2012)의 연구가 
있다. 이들은 후기근대 이후 청년들의 이행 경로가 탈표준화된 상황
이 빈곤 청년들에게는 특히 큰 불안으로 다가오며, 구조적인 모순 가
운데 더욱 취약하게 노출된 상태로 이행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음을 지적하였다. 비록 빈곤층 청년들에게 집중한 논의이기는 하나, 
생애 기획이 개인화되고 탈표준화된 상황이 특히 한국의 청년들에게
는 훨씬 취약하고도 불평등한 현실로 다가옴을 시사해 준다는 점에서 
숙고해 볼 가치가 있는 연구라고 하겠다. 

한편 김영과 황정미(2013)은 개인화된 일대기라고 하는 이론적 맥
락을 주요한 배경으로 받아들이면서, 청년들의 노동시장에서의 경험
이 이들의 생애 과정 가운데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분석하
고, 이러한 경험들을 청년들 스스로가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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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피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저자들은 청년들의 이행 경험을 단순
히 실업 혹은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의 차원에 국한시키지 않고, 
다양한 생애 기획의 양태로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생애기획이 개
인화된 상황에서 청년들의 이행경로는 다양한 선택의 모습으로 드러
나기보다는 “단선화된 경로 안에서 앞뒤로 오가는 굴곡진 궤적”(254)
으로서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이행경로가 탈표준화된 
상황이 파편화된 이행 궤적으로 귀결되며, 사실상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취약한 상황으로 이어짐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청년들의 생애 기획이 탈표준화되고 매우 불안정해진 상황 가
운데에서, 청년들이 새롭게 자신들의 삶의 가능성을 모색해 가는 다
양한 실천의 지평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계속해 나오고 있다. 이들 연
구는 표준적인 생애경로를 이탈하여 다른 삶의 가능성을 찾아가는 청
년들의 실천을, 단순히 이탈이나 유예로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것이 이들의 삶의 전망 가운데에서 갖는 의미와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직이나 퇴사 
경험에 대한 연구를 통해 청년들이 ‘일’과 ‘노동’의 의미를 재구성하
고 자신의 생애를 기획하는 양태를 분석한 이현서와 심희경(2016) 및 
김초롱과 오세일(2017)의 연구 등을 그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청년들이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구체적인 실천의 
양태들에 대해 살펴본 연구들 중에서도, 특히 청년들이 삶의 전환기
를 마련하고자 하거나 대안적인 삶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취하는 
주요한 실천으로서 ‘이동’의 의미와 가능성을 타진한 연구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민영(2016)은 근래 청년들의 인도에서의 장기여행이, 흔히 ‘글로
벌 경험’으로서 대표되던 과거 청년들의 여행의 문법과는 다르다는 
점에 착안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청년들이 여행을 
떠나게 된 동기로서 한국의 사회 현실에 대한 불만과 피로감을 거론
했다는 점에서, 저자는 이를 ‘탈조선의 실천’으로서 위치 짓고 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올 것을 명확히 전제하는 여행이 아니라, 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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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에 체류하면서 끊임없이 이동성을 실천하는 모습을 살피고 있다 
이를 통해 저자는 청년들이 취약한 삶의 여건 가운데 사회적으로 배
제되고 삶의 기획이 매우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이들이 주류사회로부
터 이탈하여 새롭게 실천하는 이동의 양태와 그 의미를 분석하고 있
다.

김유하(2016)는 ‘인도여행’이라는 여행 실천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인도(여행)의 재현과 거기서 도출되는 인도 상상, 여행 실천과 경험에 
대한 여행자들의 서사를 살피면서, ‘진정성 여행’으로서의 인도여행 
실천의 의미지평에 대해 탐구하였다. 인도여행의 재현과 실천이 고도
로 제도화되었고, 여기서 제시하는 ‘진정성’이 사실은 연출된 성격이 
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자 개개인이 고도의 성찰성과 서사
적 수행을 통해 자신의 진정성을 확보해 가는 모습을 저자는 분석하
고 있다. 이를 통해 김유하는 생존주의의 레짐이 지배하는 한국사회
에서 이동의 실천이 갖는 진정성 기획으로서의 의미와 가능성을 타진
하고 있다.

최해솔(2019)은 제주도에서의 청년들의 게스트하우스 노동과 ‘제주-
살이’의 모습을 에스노그라피 작업을 통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생존주의 사회 속에서 ‘잉여’가 되어 더 이상 표준적인 생애 모델에 
따라 자신의 삶을 서사화할 수 없는 청년들이, 도시에서는 좀처럼 경
험할 수 없는 여유로움과 자율성을 찾아 제주로 이주하여, 스텝 노동
을 병행하면서 제주도에서 새로운 삶의 모델을 실험하는 모습을 살피
고자 하였다. 이들은 여행자와 정식 직원의 경계에서 불안정하고 모
호한 노동 환경과 지위에 놓여 있는 가운데, 불안정한 현실에 대응하
고 임기응변적으로 자신의 상황에 적응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 
가는 모습을 보인다. 저자는 이러한 제주도의 게스트하우스 스텝이라
는 특수한 삶의 형태를 직접 체험하고 관찰하면서, 근대적 의미의 ‘어
른 되기’와 ‘정착’이라는 시공간적인 이행경로가 해체된 상황 속에서 
청년들이 이후에 어떻게 자신들의 삶을 모색하고 기획해 갈 것인지를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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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상의 연구의 흐름 위에서, 청년들의 농촌 이주를 개인
화 이후의 이행의 불가능성이라는 배경 위에 놓되, 이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맞닥뜨린 가운데서 새로운 삶의 전망과 가능성을 모색해 가는 
실천으로서 이들의 농촌 이주를 분석할 것이다. 한편 기존에 청년들
의 이동 실천에 대한 연구가 여행이나 ‘제주-살이’와 같은 임시적이고 
유예적인 형태의 이동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본 연구가 다루는 농촌 
이주는 어느 정도 농촌에서의 정착을 염두에 두고(실현 가능성과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이동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이 농촌이라는 새로운 삶의 무대에서 펼쳐 
나가고자 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상상과 기대의 차원을 분석하고자 
한다.

3. 이론적 자원

1) 청년들의 꿈과 미래지평

위의 절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후기근대 사회에서의 개인화라는 주
제는 특히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과 생애 기획이 매우 불투명해졌다는 
복수의 논자들의 논의로 이어졌다. 우드맨(Woodman, 2011: 112- 
114))은 개인화된 사회에서의 청년들의 생애기획과 시간지평의 문제
를 둘러싼 일련의 논쟁들을 정리하여 논평하였다. 그에 따르면 구조
적인 불확실성의 맥락에서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계획(planning)이 
불가능해졌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의 문제를 두고 한동안 논쟁이 벌
어졌다고 한다. 우드맨은 계획(planning)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놓
고 벌인 이러한 논쟁이 울리히 벡의 일대기의 개인화 테제에 대한 오
해에 기인하고 있으며, 계획의 가능성 여부가 아니라 청년들이 미래
를 지각하는 방식 자체에 집중하여 논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벡(Beck, 2009:207; Woodman, 2011:115에서 재인용)은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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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기획에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자신의 생애를 기획해 가는 방
식이, 의식적인 성찰과 숙고를 통해 이루어지기보다는 (부르디외적인 
의미에서) 전-의식적(preconscious)인 실천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벡의 논지를 받아 우드맨은 청년들의 생애 서사
에서 의식적인 계획의 주제가 나타나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이들의 
일상에서의 실천의 차원에서 미래를 지향하고 미래와 관계 맺는 방식
을 보아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우드맨은 이어지는 논의에서 호주의 18~20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연구의 결과를 제시하는데, 이를 통해 청년들의 시간적 지향
성(temporal orientation)은 현재에 대한 집중과 미래에 대한 지향이 
혼재된 상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계획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심지어 ‘저는 미래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라고 응답한 응답자조차도, 삶에 대한 태도나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에서 이미 미래를 지향하는 시간성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우드맨의 이와 같은 지적은, 생애 기획의 개인화와 불확실성
의 증가라는 맥락 속에서도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상상과 기대, 투사
적 실천이 여전히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나아가 이
들이 미래를 지각하는 방식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미래에 대한 
직접적인 언술뿐 아니라, 일상에서의 실천과 태도의 차원을 살펴야 
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프라이(Frye, 2012)는 말라위의 젊은 여성들이 미래를 꿈꾸고 그에 
따라 자기계발의 실천을 하는 방식을 연구하면서, 문화사회학에서 그
동안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던 ‘상상된 미래(imagined future)’의 문
제를 집중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프라이가 제시하는 말라위의 젊은 
여성들의 사례를 보면, 이들의 꿈과 기대가 객관적·물적 조건을 뛰어
넘어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비현실적인 양상을 띠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미래에 대한 꿈과 상상이 비현실적이라 하여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정체성의 한 표현으로서 의미를 지니며, 이
들이 속한 말라위 사회의 문화적 모델과 도덕적 기준의 표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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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프라이는 주장하고 있다. 
한편 김홍중(2015:41)은 ‘꿈’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의 가능성에 대

해 타진하면서 꿈을 “i) 욕망과 희망의 작용을 통해 구성/교섭/변형되
며, ii) 실천의 흐름에 방향과 의미를 부여하는, iii) 미래의 소망표상”
으로서 정의한 바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꿈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표상시스템으로서 꿈이 
내장하고 있는 의미발생 메커니즘과 구조, 그리고 그것이 개인적·집합
적 행위자에게 발휘하는 심리·사회·문화·정치적 효과들을 분석하는 것
이다.” 이러한 꿈은 개인에게 행위성(agency)의 지평을 열어주며, 특
정한 형태의 실천을 촉발시키는 힘으로서 기능한다(김홍중, 2018: 
28). 뒤에서 소개할 쿠초크레아와 만디치(Cuzzocrea and Mandich, 
2016:553) 역시도 같은 맥락에서 행위성과 미래는 상호 연관되어 있
다고 보았는데, “행위성 자체가 (미래에 대한) 투사(projection)와 기
대(anticipation)의 차원을 내포하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청년들의 
바람과 희망은 오늘날 청년들이 행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홍중(2016)은 청년들이 동시대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생존의 압박
에 대응하여 다양한 실천의 공간을 모색하는 가운데, 그러한 실천을 
추동하는 꿈의 차원에 주목하고자 하였고, 그 사례연구로서 ‘시 쓰는 
청년들’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꿈이 어떻게 형성되고 재생
산되며, 그것이 어떻게 개인들의 행위를 추동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하
였다. 이들이 취업이라는 생존의 압박과 미래의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시작(詩作)의 실천에 몰입하는 것은, 이들이 비교적 높은 학력자본과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어 시작에 집중할 여유를 가지고 있다는 
사회경제적 조건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으며, 이들이 시작의 실천에 부
여하는 의미, 시작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꿈과 욕망의 차원에서 바라
보아야 한다고 김홍중은 설명한다. 그리고 시 동인의 회원들이 꾸준
히 시를 쓰고, 동인의 합평회, 동인지 출간과 판매 등을 통해 시심(詩
心)을 형성하고 함께 공유하는 가운데, ‘진정한 시’, ‘진정한 자아’, 



- 15 -

‘진정한 공동체’를 추구해 간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분석을 
통해, 한국의 청년들이 서바이벌의 압박을 벗어나 새로운 삶의 가능
성을 모색하는 방식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삶에 의미와 방향성
을 부여하고, 행위를 추동시키는 꿈의 차원에 집중해야 함을 보여주
고 있다.

한편 김홍중은 꿈이 가지고 있는 행위능력의 차원을 부르디외의 자
본 논의의 맥락과 연결시켜 ‘꿈-자본’의 개념을 제안했는데(김홍중, 
2015: 44 이하), 김석호와 동료들(김석호 외, 2017; Kim et al, 
2018)은 이 ‘꿈-자본’의 개념을 확장시켜 양적 연구를 위한 분석틀을 
만들어 한국 청년들의 꿈-자본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꿈의 양
상을 분석하기 위해 네 가지 층위를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는데, 미래
를 꿈꾸는 집요함과 강렬함의 정도를 나타내는 ‘꿈의 능력(꿈-자본)’, 
꿈이 형성되는 과정과 그 가운데 영향을 미친 개인적·사회적 맥락들
을 나타내는 ‘꿈의 경로’, 이들이 꾸고 있는 ‘꿈의 내용’, 그리고 자신
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이를 경영·교섭·관리해 나가는 ‘꿈의 경영방
식’의 차원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를 
통하여 청년들의 꿈의 지형을 알아보고, 취약한 현실과 불확실한 미
래 가운데에서 청년들의 꿈이 어떠한 양상을 띠는지를 조사하고자 하
였다. 

이어지는 연구(Kim et al, 2018)에서는 청년들의 꿈이 이들이 처한 
사회경제적 현실과 어떻게 교호하는지의 차원을 ‘간파(penetration)’
의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청년들의 개인적 능력과 가족의 사
회경제적 위치에 대한 자기인식과 꿈-자본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자신의 개인적인 능력보다도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간파가 
이루어질수록 꿈-자본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
는 꿈을 꾸는 행위가 결코 개인의 내밀한 심리적 작동에서 끝나지 않
으며, 사회경제적 조건, 또는 사회적 담론의 차원과 교호하면서 형성
되고, 교섭되고, 혹은 좌절된다는 것, 그리고 꿈을 꾸는 능력이 사회
경제적 맥락에 의하여 차별적으로 분포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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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꿈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 

즉 미래에 대한 투사와 기대의 실천이며, 이 가운데 미래에 대한 상
상과 욕망이 촉발되고, 그것이 개인의 행위와 실천을 추동하는 역능
으로서의 가능성을 가진다. 한편 이러한 꿈은 결코 진공상태에서 형
성되는 것이 아닌,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사회적 담론, 문화적 규
범과의 교호 가운데 형성되며, 그것 자체가 개인의 정체성과 문화적 
모델, 도덕적 기준의 표현이 되기도 한다. 후기근대 사회에서 개인의 
생애기획이 탈표준화되면서 미래에 대한 전망과 기획이 매우 불투명
해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행위자들은 행위와 실천 가운데 미래라는 
시간성을 지향하며, 그것은 다시 개인의 행위와 실천에 의미를 부여
한다. 그러한 점에서 청년들이 이행의 위기와 생존의 압박 속에서 펼
쳐 가는 다양한 실천들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사회경제적 조건
이나 이들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호명과 통치기획, 담론에 주목하
기 이전에, 이들 스스로의 꿈과 욕망, 미래지평의 차원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청년들의 농촌 이주 서사에서 
드러나는, 농촌에서의 삶과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꿈과 상상의 차원
을 살펴볼 것이다. 일반적으로 귀농귀촌 담론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것 중의 하나는, “농촌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는 것이다. 하지만 미
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그 현실정합성과 실현가능성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개인들에게 새로운 행위의 공간과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앞
의 논의들을 고려한다면, 농촌에서의 삶에 대한 청년들의 기대와 상
상은 ‘한낱 판타지’로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실제로 농촌
으로 이주하고, 농촌에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실천들을 촉발
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들의 농촌 이동 전후의 서사를 살펴보면서, 이들이 
농촌에서의 삶에 대해 어떠한 기대와 상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실제 
농촌으로 이동하고 그곳에서 살아나가는 일련의 실천 가운데 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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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2) 이행기에서 ‘이동’이 가지는 의미: ‘상상된 모빌리티’

불확실한 미래에 맞닥뜨리는 가운데 느끼는 무기력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의 자기-실천이나 혹은 꿈꾸기를 통해 미래를 그려
보는 투사적 실천이 양가적으로 공존하는 현대 청년들의 이행기 서사
의 지평 속에서, ‘이동(mobility)’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앞서 검
토했던 청년들의 이행기 실천에서도 그랬고, 본 연구의 중심 주제인 
‘농촌 이주’도 마찬가지이지만, 청년들이 대안적 이행 서사를 모색하
는 실천 가운데에는 이주, 배낭여행, 교환학생, 어학연수, 워킹홀리데
이, 장기여행 등 다양한 형태의 이동 실천이 이루어진다. 심지어 우리
나라 청년들이 ‘헬조선’을 이야기하면서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 제시하
는 대안조차도 ‘탈-조선’, 즉 한국을 ‘떠나는’ 것이다(장강명, 2015; 
이민영, 2016). 이처럼 ‘이동’은 청년들이 생애 기획의 파편화를 맞닥
뜨린 상황에서, 삶의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들이 택하는 중요
한 전략 중 하나이다. 그 방향성은 신자유주의적 자기계발을 위한 ‘도
전’이 될 수도 있고, ‘진정한 나(김유하, 2016; 이민영, 2016)’를 찾거
나 ‘대안적 삶의 방식’을 찾아 가는 ‘진정성의 기획’이 될 수도 있지
만, 어느 쪽이 되었든 원래 살고 있던 곳을 떠나 새로운 장소로 이동
하는 실천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그러한 의미에서 청년들의 이행 
서사와 생애 기획의 차원에서 ‘이동’의 의미를 탐구하는 것은 매우 중
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주목할 연구로 쿠초크레아와 만디치(Cuzzo- 
crea and Mandich, 2016)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앞서 이야
기한 청년들의 미래지평과 꿈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의 흐름 위에서, 
청년들의 ‘상상된 모빌리티(imagined mobility)’가 가지는 함의를 드
러내고자 하였다. 이들은 이탈리아의 사르디니아(Sardinia) 지방의 도
시인 칼리아리(Cagliari)와 누오로(Nuoro)에서 만 18세의 학생들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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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자신이 90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상상하여 작
성한 341개의 에세이를 수집하였다. 여기서 저자들은 전체 에세이 자
료 중 78퍼센트에 해당하는 267개의 에세이가 ‘이동’의 주제를 포함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들 에세이에서는 이탈리아의 다른 도
시들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스페인과 같은 유럽 증심부로의 이동을 
상상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저자들은, 조사에 응한 청년들이 이탈리
아 내에서도 주변적인 지방인 사르디니아를 떠나, 이탈리아의 대도시, 
유럽의 선진국이나 미국으로의 이주를 상상하는 것이 이들의 미래 지
평과 이행 기획에 있어서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
다.

이들의 분석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개념은 ‘행위성(agency)’, 즉 
행위의 능력의 차원이다. 저자들은 ‘상상된 모빌리티’의 내러티브에서 
청년들의 행위성이 ‘부정되고(denied)’, 동시에 ‘(재)구성된다(enac- 
ted)’고 말한다(554). 행위성이 부정된다고 함은 청년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과 조건 속에서는 어떠한 행위도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느
끼는 것을 말한다. 즉, 자신이 살고 있던 지역의 맥락에서는 아무런 
가능성도 보이지 않고, 현재의 조건을 뛰어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
다고 하는 것이다. 한편, 이동을 통해 행위성이 재구성된다고 함은, 
이동이라는 행위 자체가(혹은 이동을 상상하는 것도) 현 상황을 타개
하기 위해 취하는(혹은 상상하는) 중요한 ‘행위’이며, 이를 통해 청년
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고, 새로운 행위 공간을 확
보하고자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이동의 상상을 통해, 청년들은 새
로운 미래로의 입장권(entry ticket)을 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실험할 수 있게 되기를 기
대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개인들의 행위 자체에 미래에 대한 
투사와 상상, 기대가 배태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Cuzzocrea 
and Mandich, 2016: 553; Woodman, 2011:115), 이동의 상상과 실
천 또한 자신들의 미래를 새로이 구성해가는 중요한 행위로서의 의미
를 갖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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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초크레아와 만디치의 상상된 모빌리티에 대한 논의는 청년들의 
이행 서사에서 낯선 곳으로의 이동 실천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틀을 제공해 주고 있다. 청년들은 현재 살고 있는 
지역과 조건 속에서 무기력감을 느끼고 다른 곳으로의 이동을 상상하
고 실천한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현재 살고 있는 곳의 ‘압출 효과
(push effect)’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으며, 이동을 통해 청년들이 상
상하는 더 나은 삶에 대한 상상과,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고 구성해 
가는 ‘실험’의 차원을 살펴봄으로써 비로소 입체적인 분석이 가능하
다. 

이러한 틀은 흔히들 ‘도시에서의 삶에 지쳐’, ‘경쟁적인 생존주의 시
스템에 회의를 느껴’ 청년들이 도시를 떠나는 것으로 여겨지는, 청년
들의 농촌 이주 현상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도 유용하게 작동할 것으
로 기대된다. 단순히 도시에서의 삶에 회의를 느꼈다거나, 도시에서의 
이행의 가능성이 불투명해지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졌다는 
서사만으로는 청년들이 농촌이라는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자신을 던
지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들이 농촌에 대해 어떤 것
을 기대하는지, 혹은 농촌이 이들의 기대와 열망을 충족시켜줄 수 있
는 장소로서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청년들이 내려가
서 어떻게 자신들의 기대와 상상을 농촌에서 펼쳐 나가고, 어떻게 자
신들의 정체성과 이행서사를 구성해 나가는지를 볼 때 청년들의 농촌 
이주라는 현상의 문화적인 함의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
다. 

4. 연구의 분석틀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년들이 농촌
으로 이주하는 현상을, 청년들이 ‘이동’이라는 실천을 통해 자신의 삶
의 전망을 새롭게 구성하고 미래를 꿈꾸는 일련의 과정으로 놓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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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서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쿠초크레아와 만디치가 제시한 
‘상상된 모빌리티’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청년들이 도시의 삶에서 여
러 가지 회의와 무기력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그 대안으로서 농촌이라
는 새로운 공간에서의 삶을 택하는 과정을 자신들의 삶의 주도권과 
행위성(agency)을 확보하고, 새로운 삶을 실험하고 탐색해 가는 과정
으로서 제시하고자 한다.

그런데 쿠초크레아와 만디치의 ‘상상된 모빌리티’ 논의에서 등장하
는 사르디니아에서 유럽 중심부로의 이동을 상상하는 청년들의 사례
와, 본 연구에서 다루는, 중심부 도시로부터 주변부의 농촌으로의 이
동을 꿈꾸고, 실제로 이동을 실천한 청년들의 사례에는 몇 가지 중요
한 차이가 있다. 그러한 점에서 쿠초크레아와 만디치가 제시한 ‘상상
된 모빌리티’의 개념을 수정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사르디니아의 사례와 한국 청년들의 농촌 이주의 사례는, 일차적으
로는 주변부에서 중심부를 지향하느냐 혹은 중심부에서 주변부로의 
이동을 꿈꾸느냐 하는 이동의 방향에서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그보
다도 더 근본적인 것은, 사르디니아의 청년들이 수십 년 뒤 자신의 
미래를 막연하게 상상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이동에 대한 상상과, 
실체로 농촌으로의 이동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드러나
는 이동의 상상은, 그 구체성의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는 점이다. 그러한 점에서 청년들이 농촌에 대해 어떠한 상상을 품고 
있는지의 차원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상이 형성되고, 구체화되고, 실
제 이동의 실천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세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상상된 모빌리티’가 이전에 살고 있던 지역적 맥락에서는 더 이상 
불가능해진 삶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새로운 삶의 무대로 이동하여 
다시 상상하고 구성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때, 이러한 이동의 상상
을 구체적인 이동의 실천으로 옮기려면 실제로 자신이 상상했던 목적
지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할지, 그리고 이동한 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지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새로운 이동지에서 
자신의 미래의 삶의 모습을 꿈꾸고 이에 따라 자신의 생애를 기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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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과정을 ‘아직 오지 않은 미래라는 시간에 대한 투사’라고 한다
면, 그 이전에 자신이 새로운 이동지로 이동하여 사는 것이 가능할지 
가늠해 보는 과정은,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낯선 공간에 대한 투사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동 이후의 삶의 모습을 상상하기 
이전에, 자신이 이동지에 적응하여 살 수 있을지의 가능성을 타진하
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 후에야 본격적으로 삶의 무대를 옮기
고 그곳에서 자신의 미래를 꿈꾸고 삶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들의 농촌 이주를, 도시적 맥락에
서 미래의 전망이 불확실해지고 자신들의 행위성이 부정된 상황에서 
농촌이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다시금 자신들의 행위공간을 구축해 가
고자 하는 기획으로서 보고자 한다. 여기서 그 중간 과정으로서 그러
한 이동의 상상이 본격화되기까지의 과정을 분석하여, 이들이 본격적
인 이동 이전에 자신들을 농촌이라는 미지의 공간에 ‘던져 보는
(pro-ject)’ 경험을 통해 이동의 상상을 구체화시키고, 실천에 옮기는 
과정을 먼저 분석할 것이다. 그 이후에 농촌에 실제로 이주한 이후에 
삶을 살아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행위성을 발휘하고, 미래의 전
망을 재구성해 나가는 과정을 볼 것이다. 

위의 시나리오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분석틀의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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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도시라는 지역적 배경 속에서 더 이상 미래의 전망과 생애의 
기획이 불가능하다고 느낀 상황에서(①), 청년들은 다른 삶의 가능성
을 모색하게 된다. 그 가운데 청년들은 새로운 삶의 무대로서 농촌을 
상상하면서, 도시에서는 불가능했던 자율적인 삶의 기획의 가능성을 
회복할 것을 기대한다(②). 그러나 청년들은 그러한 상상을 바로 이동
의 실천으로 옮기기보다는 이들이 실제 농촌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 
가늠하는 과정을 거치는데(③), 그 과정은 농촌을 접하고, 농촌에서의 
실제 체류 기회를 통해 농촌의 삶을 직접 체험해 보는 가운데, 자신
을 농촌이라는 새로운 삶의 무대에 던져 보는, 달리 말하자면 ‘투사’
하는 형태를 띤다. 그러한 실험의 결과로 농촌으로의 본격적인 이주
를 실행하게 되고, 새로이 들어온 농촌 공간에 정착하고,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과정을 통해 청년들은 자신의 생애를 다시 기획하고 미래
의 전망을 새로이 그려 나가게 된다(④).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틀에 따라서 청년들의 서사를 농촌이주 
이전 도시에서의 이야기부터, 농촌을 처음으로 접하고 다양한 계기를 
통해 농촌에서의 삶을 경험하며 이주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시키는 과
정, 그리고 농촌에 이주한 이후 새롭게 자신의 미래를 꿈꾸며 삶을 
꾸려 나가는 이야기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각각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청년들 자신의 미래에 대한 전망과 상상, 
그리고 이들이 농촌에서의 삶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실험해 나가는 모
습을 살펴볼 것이다.

5.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농촌에 이주한 청년들의 농촌 이주 전후의 서사를 살펴
보고, 이들의 농촌 이주가 청년기라는 이행 시기에 자신의 생애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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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하고 탐색하는 행위로서 어떠한 의미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가운데 청년들은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의 정체성과 생애 
서사를 구성해 가는지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농촌으
로 현재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농촌 이주 전후의 이야기
를 수집하였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도시에서 삶을 계속해서 이어오
다가 특정한 계기에 의해 농촌으로 이주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였
다. ‘도시’의 범위는 서울 및 경기도를 포괄하는 수도권으로 한정하였
는데, 이는 수도권과 지방 도시의 상황이 사뭇 다르고, 그 가운데서 
청년들이 겪는 문제와 고민의 결이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최종렬, 
2017). 또한 수도권에서 4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는 이들로 대상을 
한정했는데, 이는 수도권에서 나름대로의 기반을 가지고 삶을 꾸려 
나가다가 모종의 계기를 통해 도시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농촌으로
의 이주를 택한 이들로 연구대상을 한정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최근 
5년의 기간에 해당하는, 2014년 이후 농촌으로 이주한 자들로 연구대
상을 한정한 것은, 2014~2015년을 기점으로 ‘헬조선’이라는 신조어와 
함께 청년들의 현실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터져 나오면서, ‘탈조선’이
라는 말로 대표되는 청년들의 탈주의 욕망이 한참 표출되기 시작했다
는 점(이민영, 2016; 최해솔, 2019: 17 등), 그리고 제2장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청년들의 농촌 이주가 귀농귀촌 담론에서 본격적으로 주목
받기 시작한 시기가 2015년 이후의 시기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수도권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청년 10명과 인
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참여자는 청년 농업인 단체와 도농교류 
단체 등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와 포럼, 토론회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 중 연구 공고에 자발적으로 응한 이들을 중심으로 1차 모집을 
하고, 이들로부터 다른 대상자를 소개받는 형식으로 눈덩이 표집을 
통해 2차 모집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성별과 연령 등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함께, 현재 살고 있는 지역, 과거의 직업, 농촌에서의 활동 형
태 등 다양한 특성을 포괄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참여자를 선정하였
다. 이는 농업 종사 여부에 따른 ‘귀농/귀촌’, 혹은 ‘생태가치 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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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치 귀농’ 등의 기존의 이분법을 넘어, ‘농촌 이주’라는 현상 자
체에 집중하여 그것이 청년들의 생애 기획과 상상에서 갖는 의미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이러한 과정에 따라 각 지역에 거주하는 10명의 
참여자들을 선정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인터뷰 참여자들의 특
성은 아래와 같다.

2) 연구방법

농촌으로 이주한 청년들의 농촌 이주 전과 후의 경험과 이야기를 
청취하기 위해 심층인터뷰7)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2019년 1월부터 

5) 참여자들의 이름은 가명으로 처리하였다.
6) ‘기혼자’, ‘부부’로 표기한 가영, 경수, 혜윤을 제외하고는 모두 미/비혼자이다.
7)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진 연구로서(승인

번호: IRB No. 1901/001-001),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충분

이름5) 성별 연령 거주지역 이주시기 활동형태 비고6)

가영 여 30대 초 경북 상주 2017년 초
농사

(사과)
기혼자. 육아와 사과농사 병행.

용현 남 30대 후 충남 홍성 2017년 초
농사

(유기농)
농사일 배우면서 독립영농 준비.
청년창업농지원사업 대상자.

진호 남 30대 초 전북 김제 2017년 초
농사

(혼합영농)
벼농사, 칼솟 등 시험작물 재배.

경수 남 30대 후 경기 양평 2017년 초
농사

(자연농법) 부부. 자연농법으로 농사지으면
서 혜윤이 파트타임 겸업.

혜윤 여 30대 후 경기 양평 2017년 초
농사, 

파트타임

예진 여 20대 후 충남 홍성 2018년 초
마을만들기

센터 
수인과 함께 대학시절 대안공동
체 연구 진행함

전서 남 30대 후 경북 의성 2017년 말
농사

(산란계)
현재 산란계 농장 준비중.
청년창업농지원사업 대상자

도현 남 30대 중 경남 함안 2016년 초
농사

(체험농장)
체험농장에서 농사지으면서, 각
종 농업단체에서 활동 중

승환 남 20대 후 경남 남해 2018년 초
극작가,

문화활동
친구들과 함께 남해에 귀촌

수인 여 20대 중 전남 부안 2016년 초
공동체 
농사

공동체에서 농사와 대안학교 활
동. 예진과 함께 연구 진행함.

<표 1> 인터뷰 대상자들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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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 걸쳐 참여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찾아가서, 혹은 사전에 서울 
방문 일정이 있는 경우 거기에 맞추어 서울 모처에서, 1시간~2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일대일 대면 인터뷰를 원칙
으로 하되, 경수와 혜윤 부부의 경우는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
터뷰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뉘어서 진행했는데, 농촌 이주 이전에 
도시에서 생활할 시절의 이야기부터, 농촌 공간을 본격적으로 접하고 
이주를 결심하고 준비할 때의 이야기, 그리고 농촌으로 이주한 이후 
현재까지의 삶과 이후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로 나누어서 진행했다. 
우선은 위의 세 가지 서사의 순서만을 제시하고 참여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경험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한 뒤, 이야기의 흐름이 끝날 때쯤
에 이야기의 전체적인 내용과 본 연구의 연구관심을 접목시켜서 심층
적인 질문을 하면서 인터뷰를 계속해서 이어 나갔다. 이렇게 한 것은 
연구자가 먼저 제시한 질문이 참여자의 응답의 내용과 서사 전개 방
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고, 참여자 자신의 표현과 단어 선
택, 서사 전개 방식을 충분히 살리고 이를 토대로 서사를 구성해 나
가기 위함이다. 한편 질문의 내용은 연구의 이론적 관심과 관련하여 
농촌으로 이주하기 이전의 삶의 경로와 생애 계획, 농촌으로의 이주
를 결심하게 된 계기와 과정, 청년들이 농촌으로 이주할 당시에 가지
고 있었던 농촌에 대한 기대, 농촌에서의 자기 삶의 전망, 앞으로의 
계획 등을 위주로 질문하였다.

인터뷰한 모든 내용은 녹음을 하여 전체를 전사하였으며, 이를 반복
적으로 읽어보면서 농촌 이주 이전-이주 과정-이주 이후의 시간적 순
서에 따라 주요한 계기와 사건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각 단계
에서 드러나는 농촌에 대한, 그리고 농촌에서의 자신의 삶에 대한 기
대와 상상에 대해 정리하였다. 그리고 각 참여자별로 정리가 끝난 후, 
전반적으로 많이 드러나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하여 분석을 진행하였
다.

히 설명하고, 참여자의 자발적 동의 의사를 확인한 후에 인터뷰를 진행했음을 밝
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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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질문 및 논문의 구성

본 연구는 ‘청년들이 왜 농촌으로의 이주를 택했는가?’의 문제를 청
년들의 농촌 이주 전후의 서사를 살펴보며 이들의 미래에 대한 전망
과 상상의 차원을 중심으로 하여 풀어 나가고자 하는 이유이다. 구체
적인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들이 도시에서 겪은 여러 가
지 경험들은 어떻게 농촌으로의 이주 의향에 영향을 미쳤는가? 둘째, 
청년들이 농촌으로 이동하는 과정은 어떠한 특징을 보이며, 그 가운
데 농촌으로의 이동과 농촌에서의 삶에 대한 기대와 상상이 어떻게 
구체화되어 가는가? 셋째, 농촌으로 이동한 이후에 청년들은 자신의 
삶의 각 부분을 어떻게 기획해 나가며, 여기에는 어떠한 삶의 전망이 
배태되어 있는가?

한편 위의 연구질문에 답해 나가기 위해, 앞에서 제시한 분석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논의를 이어 나가고자 한다.

먼저 제1장에서는 기존에 한국에서 이루어진 농촌 이주, 혹은 귀농
귀촌에 대한 연구의 배경을 소개하고, 그것들이 청년들의 농촌 이주 
현상을 포착해 내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 뒤, 청년들의 농촌 
이주의 배경이 되는 한국사회의 청년들의 이행의 위기와 이에 대응하
는 청년들의 실천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한다. 한편 본 연구의 
분석에서 핵심이 되는 청년들의 미래의 전망과 상상, 꿈을 보기 위해 
사회학에서 청년들의 생애 기획과 꿈을 어떻게 탐구해 왔는지를 정리
하고, 특히 청년들의 이행 서사에서 ‘이동’이 가지는 의미를 타진한 
쿠초크레아와 만디치(Cuzzocrea and Mandich, 2016)의 ‘상상된 모
빌리티’ 개념을 소개한다. 그리고 청년 농촌 이주 현상이 정착을 어느 
정도 전제한 ‘이주’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기존의 이론적 논의를 수정
하여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는 연구 대상과 방법, 구
성을 소개한다.

제2장에서는 청년들의 농촌 이주 현상이 위치해 있는 배경으로서, 
한국의 ‘귀농귀촌’ 현상이 어떻게 등장했고, 귀농귀촌과 관련된 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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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떻게 흘러 왔는지를 간략하게 훑어본다. 그리고 귀농귀촌 담론
에서 ‘청년’이 귀농귀촌의 중요한 주체로서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
보고, 청년들의 농촌 이주에 대해 어떠한 재현과 호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볼 것이다.

제3장에서는 청년들이 농촌으로의 이주를 결심하기 이전, 도시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볼 것이다. 먼저는 청년들이 도시에서 겪었
던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이들이 더 이상 도시에서는 삶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볼 것이다. 
이는 청년들이 기존의 삶의 경로를 이탈하여 새로운 삶을 상상하게 
되는 데 있어 중요한 동기 요인이 된다. 한편 청년들과의 인터뷰에서 
이들이 도시에서 경험한 다양한 탐색과 실험의 경험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경험이 이후 이들이 삶의 전환을 꿈꾸는 능력으
로 이어져, 이들의 농촌 이주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을 보여주
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청년들이 농촌으로 이주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인터뷰에 응한 대부분의 청년들은 처음부터 농촌으로의 이주를 
결심하고 치밀한 계획과 준비 끝에 농촌으로 이동하기보다는, 농촌에
서의 삶에 별로 관심이 없던 상황에서 모종의 계기로 농촌을 접하게 
되고, 농촌에서의 단기 체류 경험을 통해 농촌의 삶을 체험하는 등의 
경험이 누적된 가운데 농촌에 이주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를 ‘미래로의 투사’의 개념과 대응시켜, ‘공간으로의 투사’의 실천으로
서 위치 짓고, 이를 통해 농촌으로의 이동의 상상이 구체화되고 마침
내는 이동의 결정과 실천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자 한다. 
한편 이 과정에서 이들의 이동의 상상을 구체화시켜 준, 청년들의 이
주를 뒷받침하는 기회구조들에 대해서도 분석하고자 한다.

제5장은 농촌으로 이주한 이후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꾸려 나가는 
모습을 살펴본다. 청년들은 생계 대책을 마련하면서 삶의 기반을 다
지고, 농촌의 삶 가운데에서 도시에서는 이루지 못했던 자아실현을 
이루어 가고자 하며, 가족과의 관계, 혹은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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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친밀성을 다시금 구축해 가고자 한다. 한편 이들의 삶의 실천을 
분석하는 가운데, 이들의 실천이 비단 자신의 농촌에서의 정착을 도
모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그것이 이들이 농촌에서 펼쳐 가고자 하는 
미래의 전망의 차원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농촌에서 새로이 상상하고 꿈꾸는 삶의 기획의 내용이 무엇
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제6장은 앞의 논의를 정리하면서, 청년들의 도시로부터의 이탈로부
터 농촌으로의 진입과 정착에 이르는 과정의 중심에는 청년들이 이행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새로이 기획해 갈 것인가의 문제가 있
다는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경제적 기회를 찾아서 농촌에 간다거나, 
대안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농촌에 간다고 하는, 기존의 귀농귀촌 담
론의 설명틀만으로는 청년들이 여러 가지 위험요소에도 불구하고 농
촌이라는 새로운 삶의 무대를 선택하는 현상을 제대로 볼 수 없으며, 
농촌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이들의 삶의 전망이 어떻게 회복되는지의 
차원을 보아야 함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
하고, 후속 연구의 과제를 던지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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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귀농귀촌’ 담론의 흐름과 청년의 등장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시민들의 농촌 이주 현상 전반을 규정하는 지
배적인 키워드는 ‘귀농귀촌’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농촌 이
주를 사회적으로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서 가시화시킨 것이 바로 이 
‘귀농귀촌’8) 담론이며, 농촌 이주의 동기와 형태를 막론하고 농촌으로
의 이주 현상 전반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자리 잡아 왔다. 하지만 이 
‘귀농귀촌’을 둘러싸고 관련 주체들 사이에 다양한 시선과 기대, 담론
의 흐름들이 교차하면서 지속적으로 의미론적인 긴장과 경합이 이루
어져 왔는데, 이 가운데 농촌 이주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정책과 기회
구조, 재현과 실천의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 그리고 청년들의 
농촌 이주도 결국 이 ‘귀농귀촌’의 담론적 질서 속에서, 그것들이 제
시하는 정책과 기회구조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청년들의 서사를 본격적으로 분석
하기에 앞서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귀농귀촌’ 담론이 어떻게 형
성되고 이어져 왔는지 그 흐름을 간략하게 짚어 볼 것이다. 그리고 
그 흐름 위에서 ‘청년들의 귀농귀촌’이 주목받게 된 맥락을 살피고, 
청년들의 농촌 이주를 둘러싼 담론과 재현의 흐름을 분석하고자 한
다.

8) 귀농귀촌의 정의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다. 귀농과 귀촌을 어떻게 정
의하고,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들이 이어져 왔지만, 일
반적으로는 농촌에 와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을 귀농, 농업 이외의 일을 주업
으로 하는 것을 귀촌으로 보통 정의한다(엄은희, 2012:137). 그렇지만 근래 들어
서는 귀농과 귀촌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큰 틀에서 동시적으로 바라보는 경
향이 강하다. 한편 송인하(2013)는 서구에서의 농촌 이주가 ‘back-to-the-land’ 
등의 용어로 표현되며, 귀농 이후의 라이프스타일과 가치이념을 중심으로 개념화
되는 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농업이라는 산업에 종사하는지 유무를 중심으로 농
촌 이주가 규정되고 정의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곧 살펴볼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귀농귀촌’이 정책적으로 장려되고, 사회현상으로 가시화되게 된 배
경과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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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농귀촌’의 흐름

여기서는 우리나라에서 ‘귀농귀촌’이 사회적인 현상으로서 주목받게 
된 배경과 그 흐름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오늘날 ‘귀농귀촌’
을 둘러싼 다양한 의미론적 경합이 어떠한 흐름을 거쳐 형성되고 이
어져 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것이 이후 청년들의 농촌 이주 현상
을 둘러싼 담론 가운데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보기 위한 맥락을 설
정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귀농귀촌의 흐름을 정리한 연구들 대부분은 1997년 외
환위기를 그 중요한 분기점으로서 보고 있다(유정규, 1998; 송인하, 
2013;, 엄은희, 2012 외)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인 ‘귀농정
책’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이와 더불어 이 시기에 ‘귀농운동’의 흐
름도 태동하기 시작하면서, ‘귀농’이 사회적 현상으로서 가시화되었기 
때문이다(엄은희, 2012: 139). 

‘귀농’의 정의와 그 현황에 대한 초기 연구 중의 하나인 유정규
(1998)의 작업은 귀농의 성격이 크게 세 단계를 거쳐 변화해 왔다고 
보고, 각 단계에서의 주요한 흐름들을 정리한 바 있다. 그리고 이 시
기 구분은 이후 연구들에서도 중요하게 참조되고 있다(특히 엄은희, 
2012).

유정규는 현대 한국사회에서의 집합적 현상으로서의 귀농의 연원을 
80년대 사회운동에 참여한 이들이 ‘현장투신’으로서 농촌에 내려간 시
기로 본다. 서구에서 ‘back-to-the-land’로 지칭되는 농촌이주의 초
기 흐름이 히피운동 등의 반문화 운동과 연결되어 현대 물질문명에 
대한 저항, 자급하는 삶과 공동체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움직임으로서 
시작되었던 것과는 달리(Halfacree, 2007; 송인하, 2013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의 초기 농촌 이주의 흐름은 당시 민주화운동에 투신하던 대
학생 혹은 학출자들(대학출신 농촌현장 투신자)들을 중심으로 농촌민
주화, 사회운동의 흐름 위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대학을 졸업
한 후, 개발독재 시대 당시 철저히 소외되어 열악한 삶을 살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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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과 함께하고 연대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농촌에 내려가 농민으
로의 삶을 스스로 택하였다. 이들의 활동은 지역단위의 농민운동과 
농촌민주화 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으로 이어져, 농민운동의 조직
화와 현장화를 뒷받침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데 중요한 기여
를 하였다. 하지만 90년대 초 동구권의 붕괴로 인한 운동권의 퇴조와 
더불어 우루과이라운드 타결과 세계무역기구 창설로 농업개방 저지를 
목표로 한 농민운동 진영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학출자들의 귀농 흐
름은 크게 꺾이게 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맞게 되는 두 번째 시기는 대략 1991년부터 1997년
까지의 시기인데, 이 시기에는 정부 차원에서 농업구조의 개선을 위
한 인력 확보 대책으로서 전업농으로의 귀농이 장려되었다. 당시 농
촌의 고령화로 인해 농정개혁의 과제를 수행할 농업 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것이 유능한 귀농 인력들을 유치하기 위한 지
원정책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이 당시에는 농정에 있어서 정부 정책
의 영향력이 매우 컸고, 상대적으로 민간 차원에서의 귀농 움직임은 
거의 없었다. 그러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귀농자의 경제적 요구와 맞
아떨어지면서 귀농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농촌의 고령화라는 문제 상황과 이를 위한 대책으로서의 
귀농정책이라는 구도가 이 당시에도 이미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렇게 귀농귀촌 정책의 배경으로서 농촌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을 거
명하는 수사는 이후까지도 쭉 이어지게 된다.

세 번째 시기인 1998년 전후의 시기는 귀농이 사회적인 현상으로서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시기로서 매우 중요하다. 우선 1996년에
는 ‘전국귀농운동본부’가 결성되었는데(유정규,1998:30), 이를 필두로 
한 ‘귀농운동’의 흐름은 생명과 환경의 가치를 중시하고, 공동체를 만
들어 살고자 하는 생태환경운동이자 생명운동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
에서 이전의 사회운동 지향의 귀농 움직임과 구별되는 새로운 움직임
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직후 들이닥친 IMF로 인해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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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구조농정 시기의 인력육성책으로서의 귀농정책과는 성격을 달리
하는, 실업자 구제책으로서의 귀농정책이 등장하게 되었다. 대량 실업
의 상황 가운데 실업에 대한 일시적인 자구책으로서 귀농에 대한 사
회적인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부응하여 정부에서도 여러 가
지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였다. 특히 이 당시의 귀농지원정책은 노동
부의 실업종합대책의 일환으로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실행되었다는 
점에서(유정규, 1998: 31), 실업자 구제책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띠
었다고 할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비슷한 시기에 ‘생태환경운동’으로서의 ‘귀농운동’
과, ‘실업자 구제책’으로서의 ‘귀농정책’이 시기상 중첩되어 나타났으
며, 이 두 가지 흐름이 반드시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비록 결은 다르지만, 귀농운동이 농촌과 농업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환기시키고, 정부가 귀농정책을 통해 이를 지원하면서, ‘귀농’
이 우리나라의 맥락에서 본격적으로 사회적 현상으로서 가시화되는 
계기가 되었다(엄은희, 2012: 139). 하지만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해 
귀농자를 유치하고자 했던 귀농정책의 흐름과, 생명·환경의 가치를 중
시하고,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과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귀농운
동의 흐름은 긴장과 갈등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 왔다. 이러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져, 경제적인 기회로서 귀농귀촌을 장려하는 흐름과, 귀
농귀촌을 생태적·대안적 삶의 기회로서 제시하는 두 가지 재현의 흐
름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여기까지가 
한국에서 농촌이주가 ‘귀농’이라는 용어를 통해 유의미한 사회적 현상
으로 인지되기까지의 이야기이다.

그런데 유정규는 위의 연구에서 당시 통용되던 ‘귀농’ 개념의 문제
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귀농이 사실상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여겨지
는 가운데서 ‘귀농’이 ‘실업자의 농업취업’으로 파악되면, 실업난이 완
화될 경우 귀농정책이 더 이상 의미를 가질 수 없을 것으로 예견하였
다. 그리고 이는 실제로 현실이 되어, 1998년에 6,409가구였던 귀농 
가구는 2000년대 초에 접어들면서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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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였다(김정섭·이정해, 2017).  
그 후 귀농 가구수는 아주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8년을 기

점으로 하여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1년 이후가 되면 외환위기 
시기의 귀농 가구수를 훌쩍 뛰어넘어 매년 1만 가구 이상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인다(김정섭·이정해, 2017). 이 시기의 귀농귀촌 증가에 대
해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만성화된 경제불황과 더불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기가 겹치기 시작했다는 인구통계학적 해석이 
설득력을 얻었다(성주인·김성아, 2012; 김정섭·이정해, 2017). 또한 
2013년부터 귀촌 인구에 대한 통계가 본격적으로 작성되기 시작했는
데,9)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래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 시기의 주목할 만한 변화로는 영농 종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농촌 이주를 지칭하는 ‘귀촌’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
했다는 것이다. 진양명숙(2015)에 따르면, 이전에는 정책적 지원이 주
로 영농에 종사하는 ‘귀농’의 형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2000년
대 중반을 기점으로 하여 영농 종사는 하지 않지만 농촌 지역에 내려
와서 정주하여 삶을 꾸려 나가는 ‘귀촌’의 형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2009년에 이르러서는 정부 차원에서 ‘귀농귀촌종
합대책’이 발표되면서 농촌 이주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귀농’ 대신 
‘귀농귀촌’이 공식화된다.10) 물론 정책이나 담론의 내용에 있어서는 
사실상 ‘귀농’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경우가 많았지만, 적어도 용어의 
차원에서는 영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귀촌’의 차원도 포함하여 농촌 
이주 현상을 지칭하게 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9) 2015년에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이 제정되면서 귀농 및 귀촌에 
관한 법률적 정의가 수정된 가운데(김기흥, 2018), 특히 귀촌인에 대한 정의가 크
게 바뀌면서 통계지표가 이전에 비해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 귀촌 관련 통계를 인용할 때에는, 바뀐 정의에 따라 통계가 작성된 
2013년 이후의 자료를 참조하고자 한다.

10) 도시민의 농촌지향 인구이동에 대한 연구경향을 분석한 박수진과 나주몽(2016: 
123-124)의 연구에 따르면, 1997년~2008년의 시기에는 ‘귀농귀촌’ 혹은 ‘귀촌’을 
키워드로 포함한 연구가 단 1건 있었던 데 비해, 2009년 이후에는 ‘귀농귀촌’ 혹
은 ‘귀촌’이 키워드로서 매우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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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용어의 확장과 함께, 귀농귀촌 담론이 내포하고 있는 농촌에 
대한 표상, 혹은 농촌성(rurality)의 범위도 조금씩 확장되기 시작하였
다. 기존의 ‘귀농’ 담론이 영농을 목적으로 농촌에 이주해 오는 인구
만을 포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촌을 영농의 공간으로서 농촌을 표상
하고 이를 통해 도시민에게 어필하고자 했다면, ‘귀농귀촌’ 담론은 농
촌을 영농뿐 아니라 다양한 차원의 가치와 매력요소를 가진 공간으로
서 제시함으로써 도시민의 농촌 이주를 유도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를 즈음하여 정부가 농정 과제로서 제시한 6차산업 담
론 역시 1차적인 농업 생산뿐 아니라 농촌의 경관, 자연, 사회문화적 
자원을 활용하여 농촌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기획과 연결되어 있
다. 물론 실제 귀농귀촌 정책과 재현의 차원을 보면 여전히 귀농귀촌
을 경제적인 기회로서 제시하고, 산업화와 대형화를 유도하는 방향으
로 정책이 실행되는 등 생산주의적 농정의 논리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지만, 적어도 귀농귀촌 담론의 외연이 이전보다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농촌 이주 현상 전반을 
포괄하는 ‘귀농귀촌’ 담론은 다양한 주체들의 시선과 의미론이 경합하
고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 당시 대량의 실업자가 양산
되는 과정에서 실업자에 대한 통치의 일환으로서 농업부문으로의 취
업 유도라는 차원에서 ‘귀농’이 정책적 기획으로 공식화되었지만, 이
와는 별개로 민간 부문에서 환경과 생명의 가치를 내걸고 현대 문명
에 저항하는 대안적 삶의 기회로서 귀농을 실천하는 움직임이 태동하
여 이어져 왔다. 기본적으로 긴장과 경합관계에 있는 두 흐름은 완전
히 대립하기보다는 서로 교차하면서 농촌으로의 이주를 사회적인 현
상으로서 주목받도록 하는데 기여했다.

이렇게 농촌 이주를 둘러싸고 교호하며 또한 길항하는 다양한 의미
론들의 경합은 이후 서술할 청년들의 농촌 이주를 둘러싸고도 계속해
서 교차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이렇게 교차하는 담론들 속에서 
청년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농촌이라는 공간을 상상하고, 기회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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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이주의 상상을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기며, 농촌 이주를 표
상하는 다양한 의미론들과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기대치들을 전유하고 
활용하며 자신들의 위치와 정체성을 구성하고, 자기들만의 서사를 펼
쳐 나가게 된다.

2. 귀농귀촌 담론의 청년 표상

본 절에서는 2010년대를 전후하여 귀농귀촌 담론에서 ‘청년’이 중
요한 주체로서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한 현상과 그 맥락을 분석하고자 
한다. 

1) 귀농귀촌 담론에서 ‘청년’의 등장

일반적으로 ‘귀농귀촌’은 ‘인생이모작’ 등의 키워드가 보여주듯 주로 
장년층, 특히 은퇴자들의 새로운 삶의 선택지로서 제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농촌 고령화의 맥락에서 농업 인력 확보를 위해 청년들의 인
력이 필요하다는 수사는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 주로 은퇴자를 필두
로 한 장년층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청년들은 귀농귀촌의 주체
로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정부나 지
자체의 귀농 관련 정책이나 조례도 대부분 은퇴농을 염두에 둔 채로 
입안되고 실행되는 경우가 많아(삼선재단, 2014: 79; 진양명숙, 2015: 
15), 청년들은 제도적 지원에서 사실상 비껴나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귀농귀촌과 관련된 담론에서 ‘청년’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시작했다. 언론에서 ‘청년농부’의 성공사례를 보도하
기 시작하고, 귀농귀촌 홍보의 주요한 통로 중 하나인 귀농귀촌 박람
회(진양명숙·김주영, 2014: 32)에서 청년들을 위한 홍보 프로그램이 
생기기 시작했다. 우선 주목할 만한 것은 ‘청년들의 귀농귀촌’에 대한 
보도 건수의 증가 양상과 그 시점이다.11)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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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인구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2009년을 기준으로 ‘귀농귀
촌’ 관련 보도의 수도 함께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청년
들의 귀농귀촌에 대한 보도수는 그 이후로도 눈에 띄는 증가세는 보
이지 않다가, 2015년을 기점으로 하여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8년에는 전체 귀농귀촌 관련 기사 5557건의 20퍼센트
를 상회하는 1257건의 언론 보도가 나온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 ‘귀농귀촌’ 관련 기사 건수 추이

11) 기사 건수에 대한 자료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제공하는 뉴스 빅데이터 검색 시스
템인 ‘빅카인즈(https://www.bigkinds.or.kr/)’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2005년부
터 2018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귀농귀촌 전반에 대한 기사는 ‘귀농’ 
혹은 ‘귀촌’ 키워드를 포함한 기사를 대상으로, 그리고 청년들의 귀농귀촌에 대한 
기사는 ‘귀농’ 혹은 ‘귀촌’ 키워드를 포함하되 ‘청년’이 반드시 포함된 기사를 대상
으로 하였다. 단순히 키워드 검색이라는 점에서 기사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고
려하지 못한 검색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기사 건수의 변화 추이를 
통해 언론에서의 관심도의 변화를 개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
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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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청년 귀농귀촌’ 관련 기사 건수 추이

이를 볼 때, 귀농귀촌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사회적인 담론이 증가
하기 시작한 당시에도 청년들은 귀농귀촌 담론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다가, 2015년을 기점으로는 청년들의 귀농귀촌에 대한 미디어 담론
이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귀농귀촌 담론에서 ‘청년’들이 중요한 주체로서 호명되기 시작
했다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가 귀농귀촌자 유치를 위한 중요한 홍보 
창구로서 활용하는 귀농귀촌 박람회(진양명숙, 2015: 26)에서도 나타
난다. 귀농귀촌 박람회는 현재 정부기관과 언론사 등이 공동주최하는 
형식으로 연간 복수의 행사가 개최되고 있는데, 박람회의 슬로건이나 
프로그램, 행사명 등의 변화를 분석하는 가운데, 근래 들어 ‘청년’이
라는 키워드가 귀농귀촌 박람회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격적인 귀농귀촌 박람회가 시작된 것은 2011년인데, 초창기
의 귀농귀촌 박람회의 슬로건이나 소개글, 프로그램 등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12) 그러던 것이 2014년 

12) 2011년 당시 농림수산식품부와 MBC가 공동주최한 <2011 대한민국 귀농귀촌 페
스티벌>이 개최되었는데, 당시의 슬로건은 “성공인생 이모작! 희망귀농 행복귀촌!”
으로서, ‘인생이모작’이라는 표현으로부터 이 박람회가 주로 은퇴자 귀농을 염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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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된 농림축산식품부 주최 <귀농귀촌 창업박람회>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귀농귀촌 상담과 청년농부 토크콘서트 등의 행사를 개
최하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포함하기 시작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4.6.18.). 이후로도 각 단체에서 주최하
는 귀농귀촌 박람회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꾸준
히 진행되어 온 가운데, 2017년에 이르면서는 행사명과 대회 슬로건
에서 ‘청년’이라는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우는 행사들이 등장하게 된
다.13) 이러한 경향으로부터 정부와 지자체, 언론을 중심으로 한 귀농
귀촌 담론이, 이전에는 주로 은퇴자들의 새로운 삶의 기회로서 홍보
했던 데 반해, 본격적으로 청년들을 중요한 주체로서 호명하기 시작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창업과 도전의 기회’

한편 이렇게 청년 귀농귀촌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활성화된 것은 
정부 차원에서의 귀농귀촌 정책 방향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정부는 
2017년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청년 농업 인력 육성
을 핵심적인 목표로 내세웠다(농림축산식품부, 2016). 그 일환으로서 
청년들의 귀농과 ‘농촌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귀농한 청년들에게 3
년간 최대 월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청년창업농 지
원사업’을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17). 이는 청
년 귀농인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대규모 지원사업으로서, 
청년 귀농인들의 농촌 이주와 정착을 뒷받침하는 경제적 기회구조를 

두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13) 연합뉴스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개최하는 귀농귀촌 박람회의 경우, 2016년에

는 <2016 미래창조 귀농박람회>라는 이름으로 개최하다가, 2017년부터 행사명을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로 바꾸어, 행사 이름 자체에 ‘청년’을 전면에 내세우
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인다. 국민일보 주최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 역시 2017년에는 “귀농의 서막-청춘 귀농귀어 프로
젝트”, 2018년에는 “귀농귀어 청춘로드-청년농부, 농촌에서 희망을 찾다”를 슬로
건으로 하여, 청년을 전면에 내세우는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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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정책이 청년들을 표상하고 호명하는 방식이
다. 보도자료에서는 청년창업농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으로서 한
국의 농업이 “급속한 고령화로 …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위
협받”는 상황을 들면서, 청년들을 “농업 혁신성장의 주역”으로서 호
명하고 있다. 즉,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농업의 세대교체가 절실한 상
황에서, 청년들이 그 역할을 담당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여기서 
청년들의 농촌 이주는 ‘창업의 기회’로서 위치 지어지고, 청년은 이러
한 창업 활동을 통해 농업의 혁신과 세대교체를 이루는 주역으로서 
호명된다. 청년창업농 지원사업의 홍보자료에서는, 청년들을 ‘아이디
어’와 ‘열정’을 가진 ‘융복합 인재’로 표상하며, ‘열정’과 ‘꿈’을 가지
고 농촌에서의 창업에 ‘도전’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그림 4> 농식품부의 청년창업농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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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존에 은퇴자들을 비롯한 장년층이 중심이 되었던 귀농귀촌 
담론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진양명숙(2014)에 따르면 기존의 귀
농귀촌 정책담론은 ‘농촌성’을 감성적 이미지로서 재생산하고, 농촌의 
장소성을 활용하여 귀농귀촌 인구를 유치하고자 하는 전략을 취해 왔
다. 이에 비하여 청년 귀농귀촌 정책은 농촌의 이미지, 혹은 농촌에서
의 생활에 대한 홍보를 통해 청년들을 유치하기보다는, ‘열정’, ‘도전’ 
등의 키워드를 통해 청년들을 표상하고, 귀농을 새로운 창업과 도전
의 기회로서 제시함으로써, 농업 혁신과 창업의 주체로서 귀농귀촌 
청년들을 호명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귀농귀촌 담론과는 분명한 차이
를 보인다.

이렇게 청년들의 농촌 이주를 ‘창업과 도전의 기회’로서 위치 짓는 
‘청년창업농 지원사업’ 정책의 의미론은 이를 전후하여 나온 미디어의 
보도를 통하여 더욱 구체화된다. 이 시기에 나온 언론 보도들은 청년
들의 ‘농촌 창업’의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귀농귀촌을 청년들의 새로
운 경제적 기회로서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언설들은 농촌
으로 이주하는 청년들이 증가하는 현상을 최근의 취업난과 비싼 주거
비 등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연결시키고, 귀농귀촌을 그러한 경
제적 어려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한다.14) 또한 청년들의 ‘귀농 성
공’ 사례에 대한 보도도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주로 도시에서 귀농한 
청년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접목시켜 얼마의 고수익을 냈는지
의 사례를 보여 주는 경우가 많았다.15) 

이러한 청년 귀농귀촌 재현의 경향에는 두 가지 차원이 개입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는 청년들의 귀농귀촌을 청년들의 취업난에 
대응한 일종의 ‘일자리 대책’으로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과
거 외환위기 당시 실업자들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귀농을 일

14) 《SBS》, 2017.6.29., “'일자리 찾아, 집 찾아'…도시 떠나 농촌 향하는 2030”; 
《연합뉴스》, 2017.4.27., “[귀농귀촌 시대] 20대도, 30대도, 40대도…농촌으로 고
향으로” 등.

15) 《연합뉴스》, 2017.11.5., “‘취업 대신 영농’…고수익 올리는 젊은 농부들”; 《매일
경제》, 2016.9.9., “농어업에 미래 건 청년들 ‘대기업 부럽지 않아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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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의 ‘실업자 구제책’으로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던 것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청년들이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경제적 기
회를 찾아 농촌에 가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농촌에서
의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청년들을 유인하고
자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두 번째는 청년들에게 농업 혁신과 지역 활성화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책 자료나 언론보도에서 청년들은 ‘꿈’과 ‘열정’을 
가진 주체로서 표상되며, 넘치는 아이디어와 IT기술 활용 능력 등을 
기반으로 농업의 혁신과 세대교체를 이룰 것이 기대된다(마상진･김경
인, 2018:261). 이러한 언설들은 청년들에게 영농 활동에 집중하며 농
업 분야에서 성과를 낼 것을 기대하고 또한 요구한다. 이는 청년창업
농 지원사업이 처음 시행될 당시 영농정착 지원금의 사용처를 제한한 
것이나, 전업적 영농유지를 요구하면서 다른 형태의 겸업을 금지시킨 
데서 드러난다. 즉, 청년들의 농촌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제한하고, 농
업에만 집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16) 

이러한 두 가지 의미론은 사실상 청년 귀농귀촌 현상을 둘러싼 정
책과 미디어 담론이, ‘문제적 노동 인구’로서의 청년에 대한 통치와, 
‘지방소멸(마스다 히로야, 2015)’로 대표되는, 지역 인구의 감소와 농
업의 위기에 대한 통치 기획의 교차점에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즉 
청년들의 실업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기회구조를 통해 청년

16) 한편 이러한 시선은 2018년 국정감사 당시 일부 지원대상자들의 영농정착지원금 
부정사용을 놓고 벌어진 일련의 논란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 바 있다(《경향신
문》, “싹수 노란 ‘청년 농부들’” 참조). 명품구입이나 외제차 수리와 같은 명백한 
부정사용에 대한 문제제기는 분명 타당한 부분이 있지만, 이러한 일부의 사례를 
가지고 청년창업농 전반에 대해 ‘싹수 노란’ 등의 자극적인 수식어를 붙여 가며 
일방적인 비난을 한 것이나, 영농정착금이 애초에 생활비와 가계자금의 명목으로 
지원되는 것을 무시하고 지원금이 농업 분야에 사용되지 않고 마트나 음식점에 사
용된 것을 비난한 것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 당사자들로부터 억울하고 부당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다(《헬로파머》, “싹수 노란 청년도 할말은 있다”; 《오마이뉴
스》, 2018.10.18., “정운천 의원님, ‘죄 없는 청년농부’는 억울합니다” 등 참조). 
이러한 논란은, 청년창업농 지원대상자, 나아가 청년 귀농인들을 ‘농업 혁신의 일
꾼’으로서 호명하는 시선이 배신당한 데서 비롯된 분노 섞인 비판이라고 필자는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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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농업분야 취업과 창업을 유도하는 한편,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서, 청년 인력의 충원을 통해 농업분야의 세대교체와 혁신을 도모하
고자 하는 두 가지 기획이 맞물려 있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농촌
에 내려가는 청년들에게는 지역 활성화와 농업 혁신과 같은 여러 가
지 역할들이 기대되고 요구된다. 

3) ‘대안적 삶의 기회’

한편 청년들의 농촌 이주가 사회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가운데, 
이들의 농촌으로의 이주를 대안적인 삶의 기회, 생태적 가치를 실천
하는 현장으로서 재현하는 흐름도 감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진 청년 귀농귀촌 관련 프로그램이나, 농촌으로 
이주한 청년들에 대한 연구보고서 등에서, 청년들의 귀농귀촌을 대안
적 가치 추구, 공동체의 회복 등의 맥락에서 재현하고 호명하는 경향
을 볼 수 있었다.

우선 귀농귀촌 운동 단체 등에서 진행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귀농 프로그램들을 보면, 청년들의 귀농 동기로서 이들이 도시에서의 
바쁘고 경쟁적인 삶, 소비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어한다는 것을 내
세우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적 삶을 거부하고 대안적인 가치와 
삶을 찾아가는 활동으로서 청년들의 농촌 이주를 표상하는 모습을 보
인다. 

그 일례로서, 한국에서 ‘생태운동으로서의 귀농’을 처음으로 시작한 
전국귀농운동본부가 진행한 <청년학교> 프로그램의 홍보물을 살펴보
고자 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참가대상으로서  대안사회를 향한 열
망과 농(農)에 관심이 있는 청년”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
미 농촌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대안사회를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호
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의 홍보문구에서는 청년들에 대한 
직접적인 호명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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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중심의 사회, 무한경쟁의 사회, 지속 가능하지 못한 이 시대의 
새로운 대안으로 農(농)의 가치와 의미를 전달하고 農(농)적 삶과 대안 
공동체에 관심 있는 청년들과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2016년 <청년
학교> 홍보 포스터)

<그림 5> 전국귀농운동본부 <청년학교(2016)> 홍보자료

“대학교 1학년이 아니라 고등학교 4학년이라고 합니다. 연애도, 결혼
도, 꿈도 희망도 모두 포기했다며 4포, 5포 세대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근대사에서 청소년, 청년은 시대정신을, 사회변혁을 이끌어내는 중심
에 있었습니다. 청년이 희망이라는 말은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희
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청년 스스로의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짧지만 깊은 만남을 통해 급한 일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
지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잠시 멈춰 서서 중요한 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가치와 희망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귀농본부 <청년학교>에서
요!” (2016 <청년학교> 홍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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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홍보 문구를 보면, 주최측에서는 농촌으로 가는 청년들을 
‘농적 가치를 실현하는 주체’, ‘대안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주체’, ‘사
회의 희망이 되어야 할 주체’로 호명하는 모습들을 보인다. 청년들의 
문제를 묘사하는 대표적인 수사인 ‘N포세대’라는 기표를 소환한 다음, 
이들을 근대사에서 사회변혁의 전위에 섰던 청년들과 비교하면서, 
“청년 스스로의 자각”을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농촌에서의 
활동을 대안 공동체를 만드는 활동, 소비중심 사회에 대안을 제시하
는 활동으로 위치 짓고 있다. 

다른 단체의 청년 귀농 프로그램에서도 “#삭막한 도시 생활 이제 
그만 #자연과 함께 #산촌에서 힐링 #삼시세끼는 내 손으로 #귀산촌 
해 볼래?”(사단법인 생태산촌 주최, <산촌으로 가는 청년, 도시청년의 
초보산촌살이 1기>(2018) 홍보자료)과 같은 홍보 문구를 사용하며, 도
시와 대별되는, “자연과 함께” “힐링”하는 공간으로서 농촌의 이미지
를 소환하고 있다.

한편, 청년들의 농촌 이주 현상에 대한 초기 연구로서, 삼선재단
(2014)에서 출판한 연구보고서가 있다. 이 보고서는 농촌으로 이주한 
청년들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한 최초의 연구로서 의의를 
지닌다. 이 연구는 농촌으로 이주한 청년 및 이주를 희망하는 청년들
에 대한 서베이 조사와 함께, 농촌에 이주한 청년들과 멘토들에 대한 
서면 및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여, 양적·질적 연구를 아우르는 포괄적
인 조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청년들의 농촌 이주 및 정
착 과정 전반에 걸친 이슈들을 탐색하고, 각 단계에서 필요한 지원 
과제가 무엇이 있는지를 모색하였다.

그런데 이 연구보고서에도 위에서 지적한 것과 같은, 청년들의 농촌 
이주를 ‘대안가치 실천’의 차원에서 보는 시선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조사에서 이들
의 귀농귀촌 동기로 ‘경쟁, 소비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생태
적 가치를 추구해서’가 각각 1, 2위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런데 문항 구성을 자세히 보면 “① 시골이 좋아서 ② 생태적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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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해서 ③ 농사가 좋아서 ④ 건강 때문에 ⑤ 가업을 잇기 위해서 
⑥ 자녀교육 때문에 ⑦ 종말대비(지구환경 위기 또는 식량위기 등) ⑧ 
경쟁, 소비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⑨ 고소득 농사를 짓기 위
해”로 제시되어 있어, 주로 가치 추구의 측면을 중심으로 하여 귀농
귀촌의 동기를 조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위의 
두 가지가 가장 주요한 동기로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지
역의 귀농귀촌 청년들과 함께 진행한 인터뷰 자료에서도 도시의 삶의 
방식에 한계를 느끼고 생태적 가치를 실천하고, 공동체적 삶을 실천
하기 위해 귀농을 선택했다는 설명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대안적 공간’으로서의 농촌에 대한 상상은 미디어 재현에서
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청년들의 농촌에서의 삶을 다루어 조
용한 반향을 일으켰지만, 한편으로는 귀농귀촌에 대한 비현실적인 환
상만을 그려냈다고 비판받기도 하는 <리틀 포레스트>에서는, 주인공
(김태리 분)의 도시에서의 삶과 시골에서의 삶을 지속적으로 대조시키
며, 도시의 삭막하고 열악한 삶에 대비되는 대안 공간으로서 농촌을 
제시한다. 특히 ‘먹거리’가 영화를 끌어가는 중심 소재로서 등장하는
데, 도시에서의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 삼각김밥 등과 같은 열악한 먹
거리와, 농촌에서 집 앞 텃밭에서 갓 뽑아 온 싱싱한 식재료로 만든 
화려한 요리의 대조를 통해, 자급자족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으
로서 농촌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대안적·생태적 가치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과 문제의식을 명시적으로 담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서도 도시와 대별되는 대안적 공간으로서 농촌을 바라보는 의미
론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귀농운동’으로부터 출발한 ‘생태적·대안적 실천’
으로서의 귀농귀촌의 의미론이 귀농귀촌의 새로운 주체로서 등장한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투사되어, 이들이 농촌에서 대안적 삶의 모
델을 실천하고, 공동체적 삶을 살아낼 것을 주문하는 형태로 나타나
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청년들이 도시에서 겪는 어려움과 시골
에서의 대안적인 삶을 이항대립적 구도로 제시하면서, 농촌을 도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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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별되는 대안적 공간으로서 제시하는 동시에, 청년들이 농촌에서의 
삶을 통해 도시문명에 저항하는 대안적인 삶의 양식을 만들어주기를 
기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재현 방식은 청년들의 농촌 이주를 
‘생태적·농적·대안적 가치’라고 하는 가치의 맥락에서 바라본다는 점
에서, 귀농귀촌에 대한 가치판단의 함의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에게 생태적 가치의 실천이나, 대안적 공동체
의 구축과 같은 실천을 주문하고, 이들이 도시적인 삶의 양식에 저항
하여 대안적 삶의 모델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하며, 청년들의 자각을 
촉구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청년들의 농촌 이주에 대해 기대
를 거는 동시에, 모종의 당위를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47 -

III. 도시를 벗어나기

앞에서 보았듯 기존의 귀농귀촌 담론에서는 청년들의 농촌 이주를 
정책담론의 맥락으로부터 청년들의 새로운 창업과 도전의 기회로서 
묘사하거나, 혹은 생태적･대안적 가치의 맥락에서 청년들이 도시의 
소비적인 문화와 경쟁적인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 대안적인 삶을 실천
할 수 있는 기회로서 표상하고 있다. 

그러나 서론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농촌으로의 ‘이주’를 택한다는 
것은 삶의 무대를 농촌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옮기는 결정이
다. 그러한 점에서 ‘창업’과 같이 단순히 경제적인 기회를 찾아서 이
주한다거나, 대안적인 삶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다
는 등의 이야기만으로는 청년들이 농촌으로의 이주를 택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물론 농촌으로 이주한 청년들에게 농촌에서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농촌 공
간에서 실현해 나가는 것은 이들의 활동에 있어 중요한 측면을 차지
하지만, 그 기저에는 농촌에서 자신들이 원하던 라이프스타일을 추구
하고, 삶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삶의 전망의 차원이 깔려 있
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이후의 논의에서는 청년들의 농촌 이주 전후의 서사
를 분석하며, 청년들이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이주하게 된 동기와 과
정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전망의 차원으로부터 다시 규명해 나
가고자 한다. 이들이 농촌으로 이주하기 전 도시에서의 삶의 이야기
로부터 시작하여, 도시를 떠나 새로운 삶의 전망을 만들어가고자 하
는 상상이 촉발되는 계기와(제3장), 그러한 가운데 농촌을 처음 접하
고, 농촌에서의 삶을 체험하는 다양한 기회들 가운데 그러한 경험이 
누적되어 농촌으로의 이주에 대한 상상이 구체화되는 과정(제4장), 농
촌으로 이주한 이후에 새롭게 자신들의 삶의 전망을 구성하고 이를 
실현해 가는 이야기(제5장)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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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이행기 과정에서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상상 혹은 전망
(imagined future)의 차원이, 어떻게 농촌으로의 이동의 상상
(imagined mobility)로 이어지고, 이러한 이동의 상상과 실천을 통하
여 청년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삶의 전망을 새로이 상상하고, 이를 기
획해 나가고자 하는지를 볼 것이다.

본 장에서는 그 첫 번째 과정으로서, 연구에 참여한 청년들이 농촌
으로의 이주를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이전 도시에서의 경험들을 살펴
보면서, 이들의 일련의 경험들이 어떻게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이동
하고자 하는 상상을 촉발시키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인터뷰를 진행한 10명의 참여자들 가운데 ‘도
시로부터의 이탈’이라는 테마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참여자는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청년들의 농촌 이주에 대한 선
행연구들을 보면 청년들의 농촌 이주 동기 중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 
중 하나가 ‘도시의 경쟁적이고 소비적인 삶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삼선재단, 2014: 24; 마을학회 일소공도, 
2019: 23). 앞서 살펴봤던, 여행(이민영, 2016))이나 ‘제주살이(최해솔, 
2019)’ 등과 같은 청년들의 이동 실천에 대한 선행연구들 역시도 그 
주요한 동기로서 ‘탈조선’, 즉 헬조선으로부터의 탈출을 거명하고 있
다. 물론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대부분 도시에서 느꼈던 회의감이나 
피로감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는 있으나, 그것이 ‘도시로부터의 
이탈’이라는 직접적인 동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는 점은 분명히 주목할 만하다. 그러한 점에서 도시에서의 경험을 분
석함에 있어, 도시의 ‘압출요인’에 집중하여 청년들이 왜 도시를 이탈
하였는지를 볼 뿐 아니라, 청년들이 도시에서 했던 다양한 경험들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그것이 어떻게 농촌으로의 이주까지 이어질 수 
있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

그러한 점에서 청년들의 농촌 이주 이전의 도시에서의 경험을 다루
는 이번 절에서는, 먼저는 청년들이 도시에서 겪었던 삶의 어려움과 
회의를, 이들의 이행기 상황에서 삶의 전망이 매우 불투명해지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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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과 연결시켜서 분석하고, 연구에 참여한 청년들이 농촌 이주 이
전에 도시에서 실천하고 있었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의 모색과 실험
의 경험이 이후에 이들이 농촌으로의 이동을 상상하고 실천하는 데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1. 불투명한 삶의 전망과 무기력함

이주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 중의 하나로 흡인압출
론(이희연, 2005:391; 박수진･나주몽, 2016:122에서 재인용)이 있다. 
즉 이전 거주지에서의 배출의 압력과 이동 목적지에서의 흡인 요인이 
상호작용함으로써 이주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이다. 농촌지향이동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도 이러한 흡인압출론을 적용하여, 도시에서의 
고용상황, 생활의 불안정, 혹은 도시 문명에 대한 회의 등을 도시의 
압출 요인으로 거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청년들의 농촌지향 이주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도 청년들이 농촌으로 이주한(또는 이주하고 싶어
하는) 이유로서 ‘도시에서의 생활 방식에 대한 회의’, ‘소비와 경쟁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음’, ‘도시에서의 관계에서 겪은 피로감’ 등 도
시에서 겪은 부정적인 경험들을 주요한 이유들로서 들고 있다(삼선재
단, 2014; 마을학회 일소공도, 2018 등). 본 연구의 인터뷰에서도 농
촌 이주 이전에 도시에서 생활하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을 
때, ‘도시를 이탈하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직접 언급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도시에서 느꼈던 여러 가지 회의와 피로감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그런데 이들이 도시의 삶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회의의 이야기는, 단
순히 도시에서 느낀 불편함, 혹은 도시적 삶에 대한 가치판단에서 나
온 회의를 넘어, 청년기라는 이행기적 상황 가운데 자신의 삶을 기획
하고 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느낀 불확실성과 무기력함의 차원과 연
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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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하여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목표나 가치관이 사회에 진출하는 과정에
서 좌절되면서 이대로는 자아실현을 할 수 없겠다는 회의를 느끼기도
하며, 도시의 바쁘게 돌아가는 삶 가운데 가정을 꾸리고 정상적인 가
정생활을 영위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렇게 청년들이 도시의 삶 속에서 겪는 어려움은, 이들이 자신의
삶의 미래를 꿈꾸고 전망하는 것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 즉, 도시라는
맥락 속에서는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지속해 나갈 수가 없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도시의 압출 요인으로 거명되는 도시의 바쁘게 돌아가
는 일상, 무한경쟁, 취업난과 경제적인 곤란, 피상적인 관계와 같은
요인들은 청년들의 불투명한 삶의 전망과 그에 따르는 무기력함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것이 청년들이 도시를 떠나 다른 형태의 삶을 상상
하게 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쿠초크레아와 만
디치(Cuzzocrea and Mandich, 2016)가 논한 바와 같이, 현재 거주
하고 있는 지역적 조건에서 겪는 무기력함, 혹은 행위성(agency)이
부정되는 경험이 다른 곳으로의 이동을 상상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
중요한 동기로서 작동하는 것이다.

1) 삶의 기반의 취약성

청년들의 도시에서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에서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자신의 주거를 마련하
는 등 성인으로서 자신의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 정도는 다르
지만 대부분 순탄치 않았다는 것이다.

우선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도시에 있을 당시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남편이 IT회사에 다니고 있었던 가영(여, 30대 초, 경북 상주)은, 인터
뷰의 첫머리에 도시에서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하자결혼 초
기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었다.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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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으로 결혼 초기에는 남편 혼자 직장생활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많은 노동량에 비해 봉급이 턱없이 적은 상황이었고, 가계를 제대로 
유지하기 어려워 시부모님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
다. 경제적 독립을 위해 본인도 직업전선에 뛰어들었지만, 그러면서 
출산을 또 미루게 되고, 출산 이후에도 경제적 압박이 더욱 가중되면
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후의 경제
적 전망에 대해 걱정하게 되었다고 가영은 이야기하였다. 시부모님으
로부터의 지원도 언제까지나 계속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직업의 안정성도 매우 불투명하여 10년 뒤에는 퇴직을 생각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삶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렇게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이후의 경제적 전망
도 어둡다고 판단한 것이 가영의 부부가 귀농을 고민하게 되는 데 중
요한 계기로 작동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미술을 전공했던 용현(남, 30대 후, 충남 홍성)과 전서(남, 30
대 후, 경북 문경)는 대학 졸업 이후에 각각 벽화 관련 사업을 하거
나, 대안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예술인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
으면서 생계를 근근이 이어나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음을 
이야기해 주었다. 진호(남, 30대 초, 전북 김제) 역시 대학에 다닐 시
절에 부모님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면서, 휴학과 복학을 반
복하면서 아르바이트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던 경험을 이
야기해 주었다. 그리고 집안사정의 어려움에 대한 언급이나 암시가 
없었던 참여자들 역시도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음
을 이야기하는 이들이 많았다. 요컨대,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도시에 
있을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거나, 혹은 당장의 어려움은 아
니더라도 경제적인 기반을 아직 완전히 갖추지 못하여 이후의 경제적 
전망이 취약한 상황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참여자 중에서는 생활공간의 불안정에 대해 토로하는 사례도 
있었다. 명문대 경영학과를 나와 대기업 상사에 취직하여(후술할 이유
로 퇴사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했지만) 참여자 중 경제적인 상황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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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편에 속했던 도현(남, 30대 중, 경남 함안)은, 농촌 지역 출신으로
서 도시라는 공간에서 느낀 폐쇄성과 압박감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음
을 이야기하였다.

서울에서 생활한다는 게. 뭐, 초봉, 그래도 좋은 대학 나와서, 남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기업에 가서, 초봉으로 치면 다른 초년생들보다 많은 
돈을 받았고 그랬는데도 삶은 힘들더라고요. 항상 출근할 때도 그랬고, 
퇴근하고도 그렇고. 저는 공간이라는 거에 약간 되게 집착 같은 게 있어
요. 약간 내 물리적 공간이 중요하고, (…) 출근할 때나 버스탈 때나 모
든 것이 서울에서는 약간 물리적 공간의 제약이 많이 따른다고 느꼈었
고, 그런 공간적 제약이 저는 정신적 제한에도, 뭔가 사고에 대한 여유
를 못 가지게 하고 약간 그런, 영혼을 가두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약
간 그런 제약을 많이 느꼈어요.(도현)

대학 시절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했던 수인(여, 20대 중, 전남 부
안)은, 도시라는 생활공간의 익명성과 그에 따른 불안감을 느꼈던 경
험을 이야기해 주었다.

서울에서의 개인적인 삶, 단절된 이웃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외
로웠던 것 같아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를 모르고. 제가 원룸에 살았는데 
저희 층에 방이 네 개 정도 있었어요. 근데 제 옆집에 누가 사는지를 모
르는 채로 몇 년 살았어요. 한번은 어디서 비명소리가 들린 적이 있는데 
무서워서 못 나가겠더라고요. 상식적으로는 누군가 위험에 처했을 때 도
와주러 가야되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
람을 도와주러 못 나가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슬펐어요. 저는 거기
서 2년 넘게 살았는데. 만약에 내가 비명을 질렀을 때도 이 사람들이 
못 오겠구나 싶은 거예요. 저도 못 갔으니까. (수인)

특히 여성으로서 느끼는 일상공간에서의 불안정함이, 도시의 단절된 
인간관계와도 연결되면서, 여기서는 누구도 나의 안전을 지켜줄 수 
없겠다는 불안감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생활공간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도현과 수인의 사례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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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도시에서 고시원이나 원
룸 등을 여러 번 옮겨 다닌 경험과 같은 불안정한 주거 상황을 언급
한 사례들이 있었다.

요약하자면 인터뷰에 응한 청년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측면에서, 혹
은 생활공간의 측면에서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삶의 여건이 
대부분 취약한 상황에 있었다. 그에 따라 이들의 이후의 삶의 전망 
역시도 불확실하고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생활 기반의 취약성은, 도시에서의 취업난이나 혹은 도시 공
간 자체의 폐쇄성,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인한 주거의 불안정과 같이 
도시라는 공간 자체가 가지는 불안정성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이들이 이후에 도시를 벗어나 농촌으
로 이동하고자 하는 상상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
다고 볼 수 있다.

2) 자아실현의 불가능성

또한 청년들이 도시에서 겪었던 회의에 대해 술회하는 가운데, 도시
의 꽉 짜인 삶 속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모
습을 추구할 수 없었다는 점, 다시 말해 자아실현을 할 공간이 보이
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대로
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없겠다는 회의감이 이들에게 크게 작동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소개한, 대기업 상사에 취업하여 일하고 있던 도현은, 직장생
활에서 여러 가지 회의를 느끼고 몇 번에 걸친 이직 경험 끝에 고향
으로 내려온 사례이다. 그는 대학 시절부터 환경 문제와 사회 혁신 
분야에 대해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마침 
입사한 회사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파트가 있어, 본인의 경험과 
관심을 살려 해당 부서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
고 있던 환경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문제의식과 회사에서 실제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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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었고, 이로부터 괴리감을 조금씩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환경과 재생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고민을 
가지고 회사에 들어왔지만, 거대한 비즈니스 세계에서의 논리 가운데 
자신의 소신을 발휘할 수 없다는 괴리감을 많이 느낀 것이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욱 도현을 힘들게 했던 것은 회사 내의 숨 막
히는 조직생활과 사내정치였다. 자신이 대학 시절부터 꿈꿔 왔던 비
즈니스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회사조직 내의 경쟁과 사내정치가 주
가 되는 상황 자체에 회의를 느낀 도현은 결국 누구나 선망하는 직장
과 괜찮은 봉급을 포기하고 가장 먼저 회사를 나오게 된다. 이후에도 
몇 번 회사를 옮기는 가운데,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거치기도 하고, 노동조건이 매우 안정적인 외국계 회사를 다니기도 
했지만, 역시 비즈니스 세계에서 자신이 직접 뭔가를 할 수 있는 공
간이 없다는 점, 그리고 답답한 조직생활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그만두기 3개월 전부터 몸이 망가지는 게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열도 한 달 정도 계속되고, (…) 가장 큰 
건 내가 여기서 회사를 다니면 5년 뒤에는 여기 과장처럼 될 거고, 10
년 뒤에는 차장처럼 될 건데,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가에 대해서 회의가 
생기더라고요. (도현)

거기에 계속되는 노동 가운데 몸에도 이상이 오고, 이대로 계속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끝에 부모님이 계시는 농촌으로 다시 내려오게 
되었다.

수인은 어릴 적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았고, 그러한 관심
의 연장선상에서 산림환경학 분야로 진학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가 되
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실제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관련 분야를 경험하는 가운데 자기가 생각했던 환경문제의 해결이 현
실적인 벽 앞에서 어려움에 부딪히는 것을 느끼게 된다.

대학에서는 제가 되게 이상적이었던 거예요. (…) 어떻게 하면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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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걸 보면서 상처를 받았죠. 저는 산림청에 가
면 산림을 보호하게 될 줄 알았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 이 사람들이 돈
에 좌지우지되는 것 같은 느낌. (…) 산림청이나 우리학교 교수님들은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데 그런 데 전혀 힘을 못 쓰는가 해서 상
처를 받은 거죠. 내가 정부기관이나 대학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자본
의 힘에 이길 수 없겠구나. (…) 제가 만약에 그런 국가기관이나 고등교
육기관에 가면 일단 밑에서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윗사람 
말을 들어야 할 텐데, 숲을 깎아라고 명령하거나 하면 그 일을 해낼 자
신이 없는 거예요. (수인)

수인은 대학 시절 공부를 하고 관련 분야를 탐색하는 가운데, 자신
이 기존에 꿈꿔왔던 산림, 환경 분야 전문가라는 길이 막상 자본과 
거대조직의 논리 앞에서 무기력하다는 것을 간파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기존에 꿈꾸었던 진로 자체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게 되는데, 
그 가운데 뒤에 언급할 대안공동체 연구를 하게 되고, 거기서 오히려 
작은 실천과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 변화의 가
능성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시스템을 마주하면서 무기력함을 느끼던 
상황에서 수인은 사소하지만 구체적인 실천을 하며 살아내는 사람들
을 접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꽉 짜인 주류 시스템을 벗어나 자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실천의 영역을 모색하게 된 것이
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지향성이 나중에 농촌으로 이동하는 데 
중요한 동기로 이어졌다.

한편 컴퓨터교사가 되고 싶어 대학의 컴퓨터공학과에 입학한 진호
는 막상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 적응을 하지 못한 데 더하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안 사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아르바이트로 인해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면서 제대로 학업을 이어 가지 못하였다. 

내 전공은 컴공을 해갖고 컴퓨터 교사가 되는 게 목적이어서 학교를 
그쪽으로 갔는데, 학교생활도 안 맞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3학
년 때도 어느 정도 따라가긴 했는데 도저히 아니겠다 싶은 것도 있는 
거에요. (…) 휴학하고 또 돈 벌고, 돈을 벌어서 다음 학기... 근데 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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랬냐면은 전공이 안 맞는데 그냥 하니까 못 따라가는 것도 있는데 학점
이 안 나오니까 결국 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은 돈이 거의 
그 당시에 사백 얼마였는데 어머니한테 손 벌리기도 싫어가지고 그렇게 
했죠. (…) 4학년 1학기 때 교생실습을 했어요. 교생실습을 나갔는데, 교
생실습은 괜찮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랑 안 맞는 길인 것 같기도 하고
(진호)

결국 이 길이 자신과 맞지 않다고 생각한 진호는 결국 학교를 중퇴
하기로 결심한다. 마침 그때를 즈음하여 귀농하신 부모님을 따라 귀
농을 할까도 생각했으나, 부모님이 ‘멀쩡하게 학교 다니다가 무슨 귀
농이냐?’라며 만류하셨고, 결국 이전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살려 전기 
관련 일을 하게 되었다.

진호는 전기 관련 일이 돈이 되기는 했지만, “나쁜 쪽으로 많이 빠
졌”다고 하며 “세월만 낭비”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술회했다. 구체적
인 내용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기독교 신자인 진호 입장에서 
“세상 쪽으로 많이 돌아갔”다고 하는 것을 보아 함께 일하는 사람들
과의 관계나 문화에서 지나치게 낭비적이고 방탕하다는 느낌을 받았
던 것으로 보인다. 즉,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먹고살 만하게 되었지
만 일터 동료들과의 회식 문화 등으로 인해 의미 없이 시간과 돈만 
낭비하는 것 같은 하루하루의 삶에 회의를 느꼈던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진호는 당시 “이렇게 평생은 못 살 것 같”
다고 생각했다는 이야기를 하며, 이 때 느낀 삶의 전망에 대한 회의
가 이후 귀농의 결정으로 이어졌음을 이야기해 주었다.

위의 이야기들 외에도 20대 때 환경운동에 참여하다가 새만금 사업
과 관련해 정부에 패소하는 것을 보고 운동에 회의를 느꼈다는 용현, 
평소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아 직장에서 이면지나 종이컵 사용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다던 혜윤과 같이, 자신
이 추구하던 가치와 원하던 삶의 모습이 현실의 삶 속에서 좌절되었
던 경험을 이야기하는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이들에게는 생활의 기반을 마련하고 생존을 도모하는 문제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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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를 
자신의 노동과 활동, 그리고 일상 속에서 어떻게 구현해갈 것인지의 
문제, 즉 진정성의 문제 또한 삶의 중요한 차원으로 인지되었던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자아실현과 진정한 삶의 가능성이 
도시의 삶 속에서 부정되는 경험을 하면서, 여기서는 의미 있는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또 다른 삶의 
가능성에 대한 상상에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가정생활 유지의 어려움

인터뷰한 사례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주로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친밀성의 영역에서 겪은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도 확인
할 수 있었다.

앞서 소개한 가영의 사례에서는, 경제적인 상황의 불안정성이 가정
생활을 유지하는 것 자체의 어려움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IT업계의 특성상 장시간의 노동시간으로 인해 정상적인 가정생활의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처우마저 열악하여 생계에 어려움이 있던 상
황이었고, 그렇다고 맞벌이를 했더니 출산과 육아가 어려워지는,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비단 경제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남편이 다
니던 회사의 살인적인 노동강도로 인하여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거의 
없었고, 그래서 남편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는 것 또한 가
영에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다.

저는 남편과 대화하고 싶었고. 돈이 중요했으면 돈 많은 남자 찾아 갔
겠지만, 저는 남편이 따뜻한 사람이라 좋았고. 그래서 정말 따뜻한 가정
을 꾸리고 싶었던 건데 어느 순간 저는 육아 기계, 남편은 돈 버는 기계
가 되어 있고,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가영)

경제적인 어려움은 둘째치더라도, 가영은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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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며 행복한 가정생활을 일구어 가는 것을 꿈꾸어 왔는데, 남편의 
긴 노동시간과 더불어 자신의 육아 스트레스까지 겹쳐지면서, 부부간
에 대화할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제대로 된 가정생활을 할 수 없었다
는 것을, “육아 기계”, “돈 버는 기계”라는 다소 격한 비유를 써 가면
서까지 토로하였다. 그리고 이는 앞서 제시한 경제적인 전망의 불투
명함과 더불어, 가영 부부가 귀농을 결심하는 데 중요한 계기로서 작
동하였다.

한편 용현은 가족사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귀농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이야기하는 가운데 도시라는 
공간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물리적 구심점이 사라졌다는 
데 대한 아쉬움을 표출하였다. 용현은 어릴 적에 일가친척들과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적 구심점에 대한 향수를 이야기하며, 가족들이 함
께 모여서 어울릴 수 있었던 시절에 대해 술회하였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나마 도시공간에 남아 있던 개인주택들마저 아파트로 재
개발되고, 일가친척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것이 귀농을 결심
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작동한 이유 중 하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아직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상태가 아니고, 현재적으로 겪고 있는 가
족사의 문제에 대해서도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후에도 가족들
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싶었다는 점에서, 가족과 함께하
는 미래를 생각하는 가운데 도시를 떠나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
다.

4) 소결론

이상에서 보았던 경제적 안정과 생활공간의 확보와 같은 삶의 기반
을 마련하는 것과,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식과 가치를 삶 가운데 실
현해 가고자 하는 자아실현의 욕구,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유지해 나
가는 활동은, 개인의 생애사를 기획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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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각각의 삶의 차원에서 느끼는 어려움들
은 비단 현재적으로 겪는 어려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자신
의 삶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 매우 불안정해지는 결과를 낳는다. 농촌 
이주를 결심하기 전의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많은 청년들이 ‘이대로
는 더 이상 못 살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다시 말
하자면, 이들이 도시라는 삶의 공간에서는 더 이상 삶의 미래를 전망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듯 청년들이 도시에서 삶의 전망과 기획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
다고 느낀 상황에서 다른 삶의 공간(농촌)으로의 이동을 생각하게 되
었음을 고려한다면, 청년들의 농촌 이주 현상 역시 청년들의 가치 지
향이나 경제적 필요 이전에 이들의 삶의 전망의 차원을 고려하여 분
석해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다양한 탐색과 실험의 경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청년들의 농촌 이주에 대한 논
의에서 청년들의 도시에서의 경험을 다룰 때에는 주로 이들이 도시에
서 겪었던 어려움과 회의에 차원에 주로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
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러한 회의와 어려움을 겪는 청
년들이 모두 농촌으로의 이동, 혹은 다른 어떤 형태의 삶을 상상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도시의 삶에서 회의와 어려움
을 겪었다는 것만으로는 이들이 왜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갔는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으며, 그러한 점에서 이들이 농촌으로의 이동과 
삶의 전환을 상상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이 농촌으로의 이동을, 그리고 다른 형태
의 삶을 상상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서, 이들이 농촌 이주를 결심하기 
이전부터 도시에서 다양한 삶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실험해 왔다는 사
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 60 -

실제로 인터뷰에 참여한 청년들에게 도시에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
를 들려달라고 했을 때, 이들 중 상당수는 농촌으로 오기 이전부터 
다양한 삶의 경험을 거치면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색하고 실험
했던 경험에 대해 소개했다. 기존의 삶의 방식에 대해 회의를 느꼈을 
때, 삶의 국면을 전환시키고자 하는 계기들을 마련해 가며 삶의 변화
를 실험한 경험을 이미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은 것이다. 이들은 자
율성과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기획해 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
이는데, 이렇게 자신의 행위 공간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노력은 다양
한 상상과 시도, 그리고 실험으로 연결된다. 

앞서 언급한 도현은 대학 시절부터 다양한 형태의 교내·외 활동과 
해외 경험을 거치며 이미 자신의 관심사와 가치관을 탐색하고, 견문
을 넓히는 경험들을 해 왔다. 

영국에서 일 년 반 정도 워킹이랑 어학연수를 같이 했었고, 그 다음에 
반 년 정도는 필리핀에서 주민개발활동, 주민자치활동, 청년 단체 운영
하는 일을 6개월 정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 다닐 때도 계속, 현
재는 E라는 단체인데, 제가 있을 때는 S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는데, 사
회적 문제를 비즈니스 모델로 해결하자는 큰 취지의 글로벌 단체거든요. 
거기서도 계속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했고. 제가 했던 거
는 원시림과 관련된 활동인데, 자연과 관련된 활동들을 경제적으로 쭉 
해결을 해보자고 … 그런 활동도 했었고, 주로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았어
요. (도현)

사회혁신 비즈니스 동아리에서의 경험과 해외에서의 봉사, 연수 등
의 경험을 거치며 도현은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경험을 쌓으며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관심사를 탐색하는 과정을 거쳐 왔다. 
그리고 입사 과정에서도 자신의 관심사와 문제의식을 살려서 재생에
너지 파트로 배치를 받는 데까지 이어지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들어
간 회사에서 조직의 논리와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무력감을 느끼자, 
도현은 과감하게 대기업을 그만두고 공정여행 분야의 일을 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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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업으로 이직을 하게 된다.

[이직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항상 그런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아
요.] 그죠. 계속 있었죠. 대학교 때부터 계속 있었고, 회사 다닐 때도 그
런 고민은 쭉 하고 살았으니까. [사실 공정여행 거기도 연봉이 그렇게 
깎일 걸 감수하고 거기에 갔다는 건 진짜 많이 힘드셨나 봐요.] 그죠. 
그 정도로 뭔가 회의감이 많이 들었었죠. 남들이 원하는 대기업에 들어
갔는데도, 뭔가 빛 좋은 개살구처럼... (도현)

이렇듯 도현은 일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자신이 원하는 삶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안고 있었고, 그것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회사를 그
만두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 식의 경험을 계속 해 왔다. 현실적
인 고려로 인해 사회적기업을 그만둔 이후에도 몇 번의 이직 경험을 
더 거쳤고, 결국 마지막 직장에서 보수적인 조직문화에 대한 회의와 
건강의 악화로 인해 서울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다. 어쩌면 이전에도 이미 자신의 소신을 따라 다
양한 경험을 찾아 가거나, 기존에 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을 하는 
등 삶을 전환시키는 계기를 스스로 만들어가며 자신이 원하는 삶을 
탐색해 가는 것에 익숙했기 때문에, 서울생활을 청산하고 농촌으로 
이주하는 결정 역시도 비교적 과감하게 내릴 수 있었던 것이라고 추
측해볼 수 있다.

이렇게 삶에 변화를 꾀하는 경험을 했던 것이 농촌 이주 과정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연구참여자들로부터도 들을 수 
있었다. 부부가 함께 양평으로 이주하여 생태친화적인 자연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경수(남, 30대 후, 경기 양평)와 혜윤(여, 30대 후, 
경기 양평)은 이전부터 각각 환경단체와 사회적기업에서 일하며, 일상
의 삶을 변화시키고 대안적인 실천을 이어나가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혜윤은 사회적기업으로 이직하는 경험을 통해 
이미 일반 회사에서의 무기력한 삶을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경수 역시도 환경단체에서 활동을 해 왔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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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 형태의 환경 캠페인 같은 것보다 스스로의 일상에서 소소하지
만 구체적으로 자신의 생태환경적 가치를 실천하며, 삶의 변화의 계
기를 만들어가는 일에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이러한 지향이 서로 잘 
맞아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 후에도 옥상에 텃밭을 만
들어 소소하게 농사를 짓거나,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는 등 구체적으
로 자신들의 삶에서 취할 수 있는 실천의 공간들을 함께 구축해 갔
다.

이렇게 매일의 일상의 차원에서 자신들의 가치를 실천하고, 삶의 변
화를 추구해 나가며 자신들의 삶을 만들어 나갔던 경험이 있었기에, 
이후에 소개할 것과 같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유럽의 농촌공동체를 
탐방하며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 농촌으로 직접 이주하
는 데까지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친구들과 함께 남해로 내려가 정착하여 활동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
는 승환(남, 20대 후, 경남 남해) 역시도 농촌 이주 이전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을 때 자신의 다양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고
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입시에서 쓴맛을 본 승환은 재수 대신 군입
대를 택하여 군생활을 마친 후, 호주로 1년간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왔
다. 승환은 그 시간이 자신에게는 인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태도를 
바꾸는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그 1년이 제가 삶을 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그런 시기였
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들어오면서도 그런 
생각을 항상 했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내 삶을 주도해서 좀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런 걸 이룰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승환)

낯선 나라로 떠나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며 자유롭게 일을 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는 경험은, 학창시절에 학업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그저 수동적으로 살아왔던 승환에게 자기도 자신이 하
고 싶은 일을 스스로 찾아가면서 삶을 주체적으로 기획해 나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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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준 것으로 보인다. 승환은 이후의 노
동 경험이나 대학에서의 활동 등을 이야기할 때에도 자신의 ‘주체적 
선택’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이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저희 아버지가 목공 일을 하셔서 아버지랑 일을 잠깐 했었어요. 하면
서 그때 좀 필요를, 욕구를 느꼈던 게 디자인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인테리어 디자인 학원을 먼저 갔어요. 학원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학원
으로는 충족되는 게 없어서 그 때 대학교 진학을 했어요. 전문대긴 했는
데, 거기 대학교 진학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조금, 호주를 계기로 제
가 필요를 느끼면 했던 것 같아요. 먼저 뭔가를 하고 필요한 걸 찾는다
기보다 내가 이걸 좀 필요로 한다고 느낌이 왔을 때 좀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찾는 거죠.

호주에 다녀온 이후에 대학을 나오지 못했다는 사실이 조금 걸리기
는 했지만 일단은 접어두고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하게 된 상황에서, 
디자인 분야에 흥미를 느껴서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다고 했다. 여기
서도 대학에 진학하게 된 것이 ‘자신이 필요를 느껴서’ 선택한 것이라
고 승환은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서사를 통해 볼 때, 승환은 그때그때 주어지는 삶의 
기회와 계기들 앞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실험하는 형태
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삶
의 다양한 가능성들을 모색하는 데 집중해 온 것이라고도 볼 수 있
다. 이러한 삶의 태도가 이후에 친구들과 남해살이를 결심하고 내려
오는 데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사례들을 볼 때, 인터뷰에 응한 청년들 중 대부분은 이미 
도시에서부터 자신의 삶의 방향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새로운 삶을 
위한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그 가능성을 실험하는 경험을 이어 왔
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방식이, 이후에 삶의 터전을 
농촌으로 옮기는 삶의 큰 전환에 대해서도 비교적 과감하게, 혹은 가
벼운 마음으로 결정할 수 있었던 배경요인으로 작용한 것을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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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기획해 감에 있어서 행

위성(agency) 혹은 실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
다. 청년들의 생애 기획에 있어서 ‘선택(choice)’의 테마를 두고 논쟁
이 이어져 왔음을 앞에서 지적한 바 있는데(Woodman, 2011), 이행
의 경로 자체가 탈표준화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개인
의 선택지가 넓어졌다는 것은 가능성의 확대라기보다는 오히려 억압
으로 작동할 위험이 있다는 주장들이 존재한다(Woodman, 2009; 김
영·황정미, 2013). 한편 이러한 맥락에서 김영과 황정미(2013)는 청년
들의 노동 경험과 생애서사를 분석하는 가운데, 불안정한 노동시장을 
전전하는 청년들이 스스로의 구직과 노동 경험을 ‘자신의 선택’으로서 
내세우는 경향을 레카르디(Leccardi, 2005: 132)의 표현을 빌려, 불
안정한 상황을 스스로 통제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불
안감을 줄이고자 하는 일종의 ‘인지적 속임수(cognitive trick)’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들이 ‘실험’, ‘선택’, ‘탐색’의 테마를 강조하는 것은 단
순히 불안정한 현실 앞에서 불안감을 누그러뜨리고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인지적인 전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한 현실 
가운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느끼는 상황 가운데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며 자신들의 행위의 공간을 확보해 나가고자 
하는 다양한 실천과 상상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들에서도 그러한 양상을 엿볼 수 있는데, 삶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스스로 마련하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천의 
영역들을 구축해 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 온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이 이후에 농촌으로 삶의 무대를 옮기고, 거기
서 새로운 삶을 상상하는 실천으로까지 이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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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농촌에 자신을 내던져 보기17)

제3장에서는 청년들이 도시에서 겪은 삶의 어려움과 회의가 이들이 
도시라는 공간에서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전망할 수 없다
는, 미래에 대한 전망의 불가능성으로 이어짐을 살펴보고, 그것이 이
들이 도시를 떠나 다른 삶의 가능성을 상상하게 되는 출발점이 되었
음을 논하였다. 이와 더불어 청년들이 도시에서 시도했던 다양한 삶
의 가능성에 대한 탐색의 경험을 살펴보며, 그러한 경험들이 이들이 
삶의 전환을 꿈꾸고 실천하는 능력의 기반을 형성했고, 그것이 이들
의 농촌으로의 이동의 상상과 실천을 뒷받침해 주었던 것이라고 분석
하였다.

쿠초크레아와 만디치(Cuzzocrea and Mandich, 2016)의 ‘상상된 
모빌리티(imagined mobility)’ 논의의 한 축을 이루는 것은, 개인이 
기존에 살고 있던 지역적 조건(이들의 논의에서는 이탈리아 내에서도 
주변부에 해당하는 사르디니아 지방)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행위성(agency)이 부정되는 경험이다. 그리고 새로운 
공간(로마나 파리, 런던 등 중심부 지역)으로의 이동을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하고, 자신의 삶을 새로이 기획해 갈 수 있
는 행위 공간을 구성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이들의 ‘상상된 모빌리티’ 
개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 있는 청년들은 
도시라는 중심부로부터 농촌이라는 주변부로의 이동을 지향하고 있다
는 점에서, 쿠초크레아와 만디치의 논의에 나오는 사르디니아의 청년
들과는 정반대 방향의 이동을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7) ‘투사(投射)’로 번역되는 ‘project’의 어원을 따져 보면 ‘앞으로’라는 뜻의 ‘pro-’
와 ‘던지다’라는 뜻의 ‘ject’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다. 즉 미지의 무언가에 자
신을 던져 보고 전망해 보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장의 제목과 
본문에 나오는 ‘농촌에 자신을 내던지다’는 표현은 이러한 의미를 살려 ‘농촌이라
는 미지의 공간으로의 투사적 실천’으로서의 농촌 이주 과정을 묘사하기 위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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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라는 공간에서 청년들이 미래를 전망하고 기획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고 느끼는 상황으로부터, 새로운 삶의 전망을 구성해 나
가기 위해 농촌으로의 이동을 상상하고 실천에 옮기게 되었다는 점에
서 ‘상상된 모빌리티’의 내러티브 구조와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서론에서 논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핵심 연구 대상
이 되는 청년들의 이동의 상상과 실천은, 단순히 이동을 상상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이를 실천에 옮긴 것이라는 점에서, 사르디니아의 
청년들이 자신들의 먼 미래의 모습을 막연하게 상상하는 과정에서 드
러난 ‘상상된 모빌리티’에 비해 훨씬 구체화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이들의 농촌으로의 이동에 대한 상상이 형성되고, 구
체화되고, 실제 이동의 실천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세밀하게 살필 필
요가 있다.

다시 청년들의 농촌 이주 서사로 돌아오면, 청년들이 농촌으로 이주
하여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전망하고 상상하기 전에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농촌이 과연 자신들이 가서 살 만한 곳인지 가늠해보는 과정이
라고 할 수 있다. 청년들 스스로가 농촌으로 이동하여 사는 것이 해
볼 만한 일이겠다고 판단한 뒤에야 이들이 농촌으로의 이동을 실천에 
옮길 수 있을 것이고, 그 후에야 이들이 농촌에서 새로운 삶의 기획
을 펼쳐갈 수 있는 것이다. 

마을학회 일소공도(2019: 34)의 연구보고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청
년들의 농촌 이주는 단일한 과정으로 한 번에 이루어지는 “전환”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긴 “과정”이다. 실제로 인터뷰에 참여한 청
년들이 농촌으로 이주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농촌으
로의 이주를 결심하고 치밀하게 준비하여 농촌으로 이주하는 경우는 
의외로 거의 없었다. 그보다는 농촌이라는 공간을 처음 접하고, 이후
에 농촌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통해 농촌에서의 삶의 가
능성을 모색하는 가운데, 농촌으로의 이주와 정착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기회구조를 경유하여 비로소 농촌으로 이주하게 되는, 비선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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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과정을 띠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결국 농촌이라는 
미지의 공간을 접하고, 농촌이라는 공간으로(pro-) 자신을 내던져 보
며(ject), 자신이 농촌으로 이동하여 살아갈 수 있을지를 가늠해 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본 장에서는 청년들이 농촌으로 이주하는 과정을 단
계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농촌을 처음 접하는 단계로부터 여
러 가지 계기를 통해 농촌에서의 삶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지원
사업이나 공동체와 같이 청년들의 농촌이주를 지원해주는 기회구조를 
경유하여, 농촌에서의 삶의 가능성을 실험하고, 이주를 결정하는 과정
까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청년들의 농촌 이주에 
대한 상상이 형성되고, 구체화되고, 실천으로 옮겨지는 과정을 분석할 
것이다.

1. 농촌과의 첫 만남

농촌에서 나고 자라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도현 정도를 제외하면, 
인터뷰 참여자들의 거의 대다수는 농촌 이주를 본격적으로 생각하기 
전까지는 농촌이라는 공간을 매우 낯설게 느껴 왔다. 농촌 공간은 그
저 ‘어르신들이 사는 곳’(예진, 수인), 또는 ‘도움이 필요한, 낙후되고 
어려운 곳’(진호, 전서)으로서 인지되며, 자신과는 별로 상관없는 곳으
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한 점에서 청년들의 농촌 이주 이야
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들이 처음으로 농촌이라는 공간을 
구체적으로 접하고,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들을 볼 필요가 있다. 이러
한 계기들을 통해 청년들은 그저 낯선 공간으로만 인식했던 농촌의 
모습을 알게 되고, 농촌이라는 공간과 조금씩 관계를 맺어 가며, 농촌
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게 된다.

연구참여자들 중 일부의 사례에서는 주위의 가족이나 지인들을 통
해 농촌에 대해 구체적으로 접하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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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부모님이 모두 서울 출신이지만, 결혼한 이후 시부모님을 통
해 농촌에서의 삶에 대해 조금씩 구체적으로 접할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친하게 지내던 동생이 먼저 귀농을 하여, 친구로부터 귀농 이후
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진호(남, 30
대 초)는 부모님이 본인보다 2년 전에 먼저 귀농하셔서, 부모님의 이
야기를 듣는 가운데 그저 열악하고 낙후된 곳이라고 생각했던 농촌 
공간에 대해 조금씩 자세히 알아 가면서, 편견을 조금씩 깰 수 있었
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우연한 계기를 
통하여 농촌을 접하게 된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러한 농촌과의 조우
를 통해 농촌에 대해서 흥미와 관심을 가지게 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바로 농촌으로의 이주 의향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것을 
볼 수 있다.

우선 예진과 수인의 경우는 대학 시절 함께 연구 공모 과제로서 생
태·대안공동체에 대한 연구를 하는 가운데, 농촌이라는 공간과 처음으
로 마주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농촌 공간에서 다른 삶을 실험하
는 이들을 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농촌이라는 공간에서 
또 다른 형태의 삶이 있다는 것을 접하게 된다.

 졸업하기 전에 학부 수준이기는 하지만 생태마을 관련해서 친구 한 
명이랑 같이 논문을 썼거든요. (…)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말 그대로 
대안적인 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닐 
때 저랑 같이 연구한 친구랑도, 말 그대로 저희는 학창시절 보내고 대학
에 와서 이게 당연한 줄 알고 지냈는데, (…) 그런 식의 다양한 방식으
로 사는 분들을 보면서 놀라기도 하고, 변화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
요. (예진)

이제까지 대학생활까지는 도시에 살면서 책이나 강의나 이런 이론적
인 것들로 환경문제를 접했다면, 연구를 할 당시에는 그런 삶을 직접 살
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좀더 실천적인 부분을 보고 듣게 된 거
예요. 그때 제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던 게, ‘도시에서 사는 것 자체
가 환경파괴’라는 인터뷰 내용을 들은 게 있었거든요. 그 말이, 제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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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까지 환경에 관심을 두고 살아왔는데, 도시에서 사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파괴를 하고 있으면서 그냥 나는 환경을 사랑하고 지구를 지킬 거
고 그렇게 생각, 머릿속으로만 되뇌었구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됐어요. 
(수인)

이러한 조우는 도시에서의 삶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던 이들에게 새
로운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렇지만 여전히 농촌은 이들에게 낯설고 
이질적인 곳이었고, 농촌으로 직접 내려와서 산다는 것은 그 당시로
서는 아직 쉽게 상상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처음 여기 인터뷰를 하러 왔을 때도 너무 낯설었어요. 저렇게 재래식 
화장실을 써본 적이 없고, 씻는 것도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온수가 나오
지 않거든요. (…) 그런 것들이 너무 낯설고, 여기 처음에 3박4일 왔을 
때 제가 예진씨한테 저 빨리 서울 가고 싶다고. 너무 불편하다고 그랬거
든요. (수인)

농촌에서의 대안적인 삶에 감명을 받고 새로운 충격을 받았지만, 여
전히 농촌에서의 삶은 낯설고 불편한, 자신과는 별로 상관없는 것으
로서 느껴졌던 것이다. 

한편 여러 가지 활동 가운데 농촌을 접하게 된 경우도 있다. 용현
은 20대 초반부터 환경과 생명운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환경운동 
단체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환경 관련 활동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때부터 환경적인 삶을 실천할 수 있는 현장으로서 농촌에 대해서 관
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럼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건 환경운동을 했을 때
부터 생각했던 거고. 그 당시에는 이상적인 생각으로 자연농이라든지, 
농약 뿌리고 하는 관행농이 아니라 이상적인 친환경에 대해 생각했던 
거고, 그것이 현실 문제에 부딪치면서 기대치가 점점 낮아지면서 지금은 
일반적인 친환경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기 나름에 따라서 이상적인 
목표를 찾아가는 그런 길로 들어선 거죠. (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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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꽤 이른 시점이었지만, 당시
에는 그저 이상적인 생각으로 귀농에 대해 생각했던 것이라고 용현은 
회고하고 있다. 그리고 몇 가지 계기로 인하여 환경운동에 회의를 느
낀 이후로, 마침내 실제로 농촌에 이주하기까지는 10년이 넘는 시간
이 흐르게 된다.

디자인을 전공했던 승환과 전서는 디자인 관련 공부를 하던 가운데 
디자인과 농업 분야를 접목시킨 디자인 분야에 대해 흥미를 가지게 
되면서 농촌과 농업에 대해 조금씩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승
환은 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관심으로 여러 가지 활동과 공부를 하던 
가운데, ‘퍼머컬처(permaculture)18)’라는 분야를 접하게 되고, 홍성
에서 개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한 경험도 있었다고 한다. 한편 전서는 
디자인을 공부할 시절부터 꾸준하게 공공디자인 분야에 관심을 갖고 
디자인을 통한 사회 환원을 고민해 왔는데, 그 일환으로서 1차 산업 
생산자, 즉 농업인들의 디자인을 돕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고 한다. 

당시에는, 디자인이 이런 데 적용되고 활용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배
우면서 농업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홍성에서 일어나는 프
로그램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몇 번 참여하게 됐죠. (…) 근데 그때 당시
에는 홍성에 내려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활동, 그런 식의 분야를 좀 알아가는 재미가 있었던 거고, 내가 지역에 
내려와서 살자는 생각까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승환)

공리적인 디자인, 공공디자인 이런 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전부터
의 관심사는 그거였죠. 작은 마을 만들기, 공동체 회복, 커뮤니티 회복. 
그 중의 하나가 1차 생산직의 디자인, 컨설팅 솔루션 제공해 주는 것들. 
하지만 내가 그걸 실제로 농촌에서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

18) ‘영구적인’이라는 뜻의 ‘permanant’와 ‘농업’의 ‘agriculture’의 합성어로서, 자
연 시스템의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하는 농업 방식을 의미한다.(《오마
이뉴스》, 2017. 11. 23., “퍼머컬쳐(Permaculture)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우리
의 의식주를 바꿀 새로운 트렌드, 퍼머컬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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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적은 없어요. 도시에서 하려고 했지 (전서)

그렇게 디자인과 농업 분야의 접목 가능성에 대해 공부하고 고민하
던 두 사람이지만, 역시 농촌에 직접 내려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으로
는 이어지지 않았다고 두 사람 모두 이야기한다.

청년들이 농촌을 접하게 된 계기에 대한 이야기들로부터 알 수 있
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우선은 대부분 우연한 계기를 통해, 자
신의 기존의 관심사의 연장선에서 농촌을 만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농촌과의 만남은 분명 청년들에게 낯설지만 
새로운 경험으로서 다가오고, 이들에게 자극과 충격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생긴 농촌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바로 농촌에서
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상상과 이동의 의향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
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농촌에 대한 관심, 생태환경에 대한 관
심만을 가지고 청년들의 농촌 이주 동기와 과정을 설명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다. 

2. 농촌으로의 이동을 상상하기

일련의 계기를 통해 농촌이라는 공간을 접하고, 자신과는 상관없다
고 여겨졌던 농촌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가지게 된 청년들이지만, 이
들이 실제로 농촌으로의 이동이라는 선택지를 상상해 보고, 이를 실
천에 옮기기까지는 이들이 농촌에서의 삶의 가능성을 가늠하고 시험
해 보는 과정이 개입된다. 인터뷰에 참여한 청년들은 대부분 농촌으
로 본격적으로 이주하기 이전, 여행이나 각종 프로그램, 농촌에서의 
단기 노동과 같은 기회를 통해 농촌에서의 삶을 직·간접적으로 경험
해보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렇게 농촌을 체험하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을 농촌이라는 공간에 던져 보면서, 청년들
은 농촌에서의 삶이 자신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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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을 발견하고, 농촌으로 와서 살아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한편 청년들의 농촌에서의 삶을 지원해 주는 정부나 지자체 사업의 
지원사업과, 농촌에 내려온 청년들을 받아주고 정착을 도와주는 중간
지원조직이나 공동체의 존재는, 이들이 막연하게 상상하던 농촌으로
의 이주를 ‘시도해볼 만한 대안’으로 만들어 주고, 이동의 가능성을 
구체화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청년들은 농
촌으로의 이주를 결심하게 된다.

1) 농촌 생활의 체험

본 연구에 참여한 청년들이 농촌에서의 삶을 체험하는 과정은, 처음
부터 농촌으로의 이동을 염두에 두고 이를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이루
어진다기보다는, 졸업이나 퇴사와 같은 삶의 전환기에서 잠시 쉬어가
는 과정으로서 농촌에 잠시 체류하거나, 우연한 계기를 통해 농촌에 
잠시 체류하면서 일을 하거나 여행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그 가운데 농촌의 삶의 리듬이나 농사일, 공동체를 체
험해 보면서, 농촌의 라이프스타일에 매력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비로소 농촌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구체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경수·혜윤 부부는 각각 환경단체와 사회적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삶
에 전환점을 한번 마련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각자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를 하고, 여행을 계획하여 떠나게 되었다.

지금 하는 일도 좋지만 다른 식의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
고 퇴직을 하면서,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시간을 여행을 통해서 가
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때는 처음부터 7개월의 긴 여행을 
계획했던 건 아니고요, 여행 떠나기 전부터 우리는 귀농을 해야겠어 그
랬던 건 아니죠. [혜윤: 그때는 딱 처음에는 한 달 갔다 와서 다시 직장 
들어간다고 내 입장에선 그랬었지]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는 한 달에서 두세 달 정도의 여행을 계획했다가 이왕 뭐 이렇게 된 거 



- 73 -

하다가 7개월여의 긴 여행을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환경, 농사에 관심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 구성을 하게 된 거예요. 여행을. (경수)

처음에는 한 달 정도 쉬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일하던 사회적기
업 친구들도 한 달 정도는 여행 갔다와라 그래서, 처음에는 네팔을 좋아
해서 네팔을 다녀오려다가 저희가 이것저것 좋아하는 걸 알고 있는 친
구들이, 경수씨 친구가 영국에서 우프 추천해주고, 제 친구가 덴마크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스반홀름이라는 공동체를 소개해 줬는데 너랑 어울
릴 것 같다고 책을 빌려줘서 그걸 읽어보고, 저 일하는 사회적기업에서 
컨퍼런스를 했는데 독일에서 리페어 카페 하는 친구가 와서 독일의 시
민공간, 활동하는 걸 보여주고 (…) 하여튼 그래가지고 독일을 가게 되
고, 독일-덴마크-영국으로 코스를 짜서 가게 된 거죠. (혜윤)

이들은 이전에 서울에 거주할 때에도 옥상에 텃밭을 가꾸고 농사를 
짓는 등 농사짓는 삶과 환경적 실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
었지만, 여행을 떠날 당시까지도 귀농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특별히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저 그동안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쉬어간다는 
생각으로 여행을 가고자 했던 것이다. 그렇게 여행을 계획하는 가운
데 이들은 주위 동료들의 소개로 유럽의 다양한 대안공동체를 탐방하
는 여행을 계획하여 떠나게 된다.

혜윤: 여행 가서, 아까 신범씨 이야기한 것처럼 공동체에서 크게 농사 
짓고, 구조화돼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고 오후는 편하게 지
내고 그런, 아예 큰 농장에도 있어 보고, 영국에서는 아예 가족농, 
소농, 텃밭에서 자급자족하시는 곳에도 있어 보고. 농사, 농부라는 
게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밤늦게까지 일하고 한 작물만 집중
적으로 재배하고, 그런 형태만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도 여
행을 통해서 알게 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좀 더 가볍게 삶의 
변화를 추구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연구자: 그러면 여행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농부로서 살 수 있겠다는 생
각을 하게 되신 건가요?

경수: 여행의 중후반부에 서울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서 농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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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서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깊게 든 거죠.
… (중략) …

연구자: 직접 우프를 해보고 가족농같은 걸 해보면서 생각이 바뀐?
혜윤: 네. 거기서도 농사를 지으러 가자 이렇게 생각한 건 여행이 끝날 

때쯤이고, 원래는 갔다 와서 바로 취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었어
요. 근데 여행 끝무렵에는 취직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잘 생각해보자 하면서, 갔다 와서 농사 6~7시간 일하
고 오후에 책 읽고 자기 시간 보내는 게 좋았어서, 그런 식으로 
삶이 꾸려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유럽의 대안공동체를 방문하여 그들의 삶의 모습을 지켜보고, 그곳
의 리듬에 맞추어 직접 생활해 보고, 노동에 참여해 보는 가운데, 농
사짓는 삶의 방식을 몸으로 느껴 보면서, 비로소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서 농사짓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다. 처음에는 다시 직업전선에 복귀할 것을 전제로 잠시 쉬다 오자는 
생각으로 떠난 여행이지만, 여행의 끝무렵에는 “취직이 문제가 아니
라 우리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잘 생각”해보아야겠다고 느끼고, 그러
한 고민으로부터 농촌에서 농사짓는 삶을 새로이 상상하게 된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대학 재학 시절 생태공동체 연구를 함께 했던 예진과 수인 역시 각
각 사회적기업으로부터의 퇴사와 대학 졸업 이후에 공백기를 갖는 가
운데, 잠시 숨을 돌리고 오자는 생각으로 농촌에서의 단기 체류를 하
게 되었다. 복잡한 도시에서 벗어나 농촌에서 생각을 정리하면서, 그
리고 도시와는 다른 색다른 삶을 경험해 보면서 이후의 삶의 방향을 
고민해보고자 했던 것이다.

일단 전에 일하던 곳에서, 작년 2월까지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2월까지 일을 하고서도 사실은 농촌에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일단 좀 쉬면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쉬면서 
다음 스텝에 대해 생각해 보자. (…) 근데 우연찮게 인터넷에서 (홍성군) 
홍동면 쉐어하우스 광고를 보게 된 거에요.(웃음) 여성 쉐어하우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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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충 아시죠? 홍동에 에코빌이라는 빌라에서 쉐어하우스가 있는 걸 
보게 됐고, 음. 그게 약간, 오? 가볼까? (…) 실업급여 받는 동안이라도 

지내볼까 하는 생각이 컸어요. 저는 아예 내가 내려가서 이것까지는 아

니었고 그냥 잠깐 살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 그랬어요. (예진)
해외유학 가듯이, 저도 교환학생 관심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농촌

유학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 제가 시골에서 시골 생활 몇 달 
해보는 게 제 인생에서 큰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아서, 졸업
하자마자 원래 석 달을 계획하고, 한 학기 정도, 교환학생처럼, 살아보
면서 유학을 하고. (…) 길어야 석 달이지만, 학부 생활 하면서 제 진로
를 어떻게 결정할까를, 도시에서 살면서, 당연히 도시에서 살 거라는 가
정 하에 대학원을 갈지, 국가 기관에 갈지, 사기업에 갈지, 단체에 갈지
를 고민했던 거죠. 그래서 일단 시골에서 석 달 살아보고 하반기 취업을 
준비하자 해서 내려왔습니다. (수인)

두 사람은 이전에도 생태공동체 연구를 하면서 생태적인 삶, 대안적
인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에 공백기에 삶의 전환
을 모색하고 이후의 행보를 고민하기 위한 장소로서 농촌 공간을 택
할 수 있었다. 또한 농촌에서의 새로운 경험과 배움에 대한 기대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도 농촌에 내려오는 순간까지도 농촌으로 
아예 내려와서 살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고, 그저 거쳐 가는, 
실험과 탐색의 장소로서 농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농촌에서 체류하는 가운데, 예진과 수인은 농촌에서의 삶을 
경험하면서, 그 정도에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농촌에서의 삶이 자신
이 평소에 추구해 왔던 삶의 방식과 잘 맞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
고, 그러면서 농촌에서 정착하여 사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게 된
다. 우선 예진은 홍성에서 지내는 동안 홍성의 청년공동체를 경험하
고, 협업농장에서 일하면서, 도시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한 삶의 방식
을 체험하고, 이곳에서 정착해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다른 농촌도 요새는 다양한 것 많이 하지만 홍동 여기는 농업 플러스 
뭔가가 있는 곳이잖아요. 제가 생각한 대안적인 것? 사회적인 것?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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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면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고요, … (중략) …

저 같은 경우에는, 장곡에 협업농장 친구들이랑도 많이 친해지고, 나
름 그 공동체에 잘 속하게 된 상황이긴 하거든요. 공동체라는 느낌을 받
은 게 처음인 것 같아요. 도시에서 제가 계속 한 곳에 살았지만 동네 사
람들도 모르고 살았는데 장곡에서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같이 뭔가를 하
게 되고 그런 게, 저한테는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예진)

처음에는 잠시 쉬었다 가려고 온 홍동 쉐어하우스에서, 공동체 사람
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가운데 이곳에서 좀 더 지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던 중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홍
성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지역조사단 일에 지원했다가, 마침 센터 
측에서 정규직 제안을 받게 되었고, 그 길로 홍성에 정착하게 되었다.

한편 수인은 마을공동체에서 했던 3개월간의 ‘농촌유학’의 경험이 
매우 재미있었고, 본인에게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음을 이야기해 주었다.

와서 3,4,5월 있어야지 하고 있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날마다 하는 
일이 달라요. (…) 손만 움직이는 것보다 몸 전체를 움직여서 뭔가 하는 
일이 잘 맞았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일들이 너무 재미있더라고
요. (…) 그래서 석 달이 너무 재미있게 흘러갔고, 제가 또 환경에 관심
이 많았는데 생태화장실을 쓰고, 난방도 산에서 나무 해 와서 구들을 하
고, 기름이나 가스 전기를 쓰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의미가 있
는 거였죠. (수인)

농촌공동체 연구 당시에도 조사를 위해 방문했지만 그 당시에는 너
무 불편하고 당장 서울로 돌아가고 싶었다던 수인은 3개월 동안 공동
체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공동체의 농사일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농촌에서의 삶이 훨씬 잘 맞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게다가 자신이 원래 갖고 있었던 환경적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곳이라는 점에서도 크게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 77 -

세 달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여 한 달을 더 체류하게 된다.
그렇게 농촌에서의 ‘유학’을 끝낸 수인은, 다시 취업 준비를 위해 

서울로 올라왔지만, 대학시절 내내 지냈던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
울이라는 공간이 매우 낯설게 느껴졌다고 이야기하였다. 

엄마아빠 눈치도 보이고, 얼른 하반기 취업을 할 생각이었으니까 억지
로 7월에 이곳 생활을 끝내고 서울로 다시 올라갔어요. 두 달 정도 토
익 공부를 했는데,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물론 필요해서 하는 거니, 
모두가 재미없는 거긴 하겠지만, 서울에서의 삶 자체가 재미가 없었어
요. 재미보다도 불편했어요. (…) 그래서 잠들 때도 아, 돌아가고 싶다. 
그런 생각 하면서 잠들고. (수인)

다시 자신이 살던 도시로 올라온 수인은, 오히려 원래 살던 자신의 
생활공간이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지고,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을 보
냈던 마을공동체에서의 삶을 더 그리워하게 되기에 이르렀다. 이전에
는 자신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 왔는데, 4개월이
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자신을 농촌에 던져 보고 나서야, 농촌에
서의 삶이 자신에게 맞는다고 느끼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미련
을 가지고는 서울에서 살아갈 자신이 없다고 느껴, 다시 3년의 시간
을 계획하고 마을공동체에 내려오게 된다.

앞서 소개한, 농업 분야 디자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전서는, 우
연히 알고 지내던 경북 의성의 시골 교회의 목사님으로부터 무농사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일을 도와주기 위해 의성에 왔다가 그곳에 
정착한 사례이다. 당시에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고 제주도 난
민센터로 넘어갈 계획을 갖고 있었고, 농촌에 정착하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막상 그곳에서 농사일을 돕는 가운데, 농
사 일이 생각보다 자신에게 잘 맞는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고 전서
는 이야기해 주었다.

왔을 때 제가 농사를 잘 할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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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무를 수확하는 시기에 왔어요. 그런데 무를 수확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즐거운 거예요. (웃음)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일이기도 한데, 그게 
뭔가 그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충만함? 그런 것들을 느꼈어요. 그래
서 내가 어쩌면 농사를 즐겁게 할 수 있겠다,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는 
건 뭐 그 전부터 불가능하다 생각은 했지만, 즐겁게 할 수 있겠다는 생
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약간 마음에, ‘농사를 지어 볼까?’ 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전서)

이전에는 한 번도 농사를 지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막상 
농사일을 돕다 보니 농사일이 즐겁고 보람되다는 것을 느끼면서, 어
쩌면 자신에게 농사짓는 삶이 잘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던 중에 전서는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준 목사로부터 왜 
목회자로서 농사를 짓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교회 차원에서 농
사를 지으면서 지역의 어려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고자 한다는 농
사의 취지를 전해 듣게 되면서, 이를 돕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귀농을 하여 귀농인 자격으로 융자받을 수 있는 자금
을 끌고 와서, 교회의 농사 사업을 돕기로 결심하는 데 이르게 된다. 
요컨대 농사일을 도우면서 농사짓는 삶이 잘 맞을 수도 있겠다고 느
끼게 되면서, 교회의 농사를 통한 구제사업을 돕기 위해 귀농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을 요약해 보면, 청년들이 본격적으로 농촌으로 이주하여 살아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까지는, 농촌에서의 단기 혹은 중기 체
류를 통해 농촌의 삶과 노동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과정이 존재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험 가운데 청년들은 자신의 삶을 농촌이
라는 새로운 공간에 투사해 보고, 이를 통해 농촌에서의 삶의 가능성
을 시험해 보면서, 농촌으로의 이주를 본격적으로 상상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들이 실제 농촌으로 이주를 결정하게 되기까지는 
이외에도 많은 계기들이 존재하지만, 농촌의 삶에 자신을 깊이 몰입
시켜 보았던 이러한 경험이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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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사업과 비빌언덕의 존재

이렇게 청년들이 농촌에서의 경험을 통해 농촌에서의 삶의 가능성
을 발견하게 된 상황에서, 근래에 시행되고 있는 정부나 지자체 차원
의 각종 지원사업이나, 농촌에 오는 청년들을 받아 주고 정착을 돕는 
공동체와 비빌언덕들의 존재는, 이들이 막연하게 상상하던 농촌에서
의 삶을 현실적으로 ‘한 번 해볼 만한 것’으로 느끼게 해주는 촉매의 
역할을 한다. 기존에 쌓아 온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동원하
여 농촌으로 갈 수 있는 장년층 농촌 이주자들에 비해 청년들은 동원
할 수 있는 자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이 농촌에서의 삶을 상
상해 본다 해도 현실적으로 농촌으로의 이주를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의 농촌 이주를 뒷받침해주는 
기회구조들은, 이들에게 농촌에서의 삶을 실천으로 옮겨볼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통로의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청년들도 마찬
가지로 농촌 이주 과정에서 부딪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
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대부분은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나 
공동체 등의 도움을 받아서 농촌으로 이주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제 대학을 갓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던 단계에 있던 수인이 농
촌에서의 삶을 택할 수 있었던 것은, 공동노동을 통해 구성원들의 의
식주를 책임져 주는 마을공동체라는 비빌언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부안에 내려온 이유는 마을공동체가 별다른 조건이 없어요. 그냥 여기
서 일을 하면 숙,식, 생활이 지원이 되거든요. 칫솔이든 양말이든 지원
이 돼요. 소득은 없지만 제가 먹고 자고 생활하는 비용도 없는 거죠. 공
동의 것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졸업하자마자 왔으니까, 아무 것
도 가진 것이 없었거든요. 다른 시골에 가려면 집을 구해서 월세 같은 
걸 내야 될 수도 있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서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어
서, 제가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엄마아빠가 대학 



- 80 -

지나면 지원을 끊는다고 하셔가지고. 그랬는데 마을공동체가 빈몸으로 
와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오게 됐죠. (수인)

이제 대학을 갓 졸업하고 아무 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농촌에서의 
삶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구성원
들의 생활을 지원해 주는 마을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수인은 이곳에
서 단기간의 체류를 통해 농촌에서의 삶의 가능성을 스스로 시험해 
볼 수 있었고, 이후에도 3년간의 장기간의 정주를 생각하고 농촌에 
올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공동체라는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에, 여성 
홀로 귀농하는 데 따른 다양한 어려움과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생
활공간의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이다.

예진 역시도 홍성의 쉐어하우스 사업이 없었으면 농촌에서 살아보
는 일은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근데 확실히 집이 제공된다는 게 컸던 것 같아요. 이게 없었다면 생각
을 못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안정적인 주거가 제공이 
되니까?] 네. 그리고 그게 여성들을 위한 곳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다
는 느낌이 들기도 했고. (예진)

쉐어하우스의 제공은 비단 농촌 정착에 필요한 주거비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뿐 아니라, 여성 전용의 생활공간이고 공동주거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으로서 홀로 낯선 농촌공간에 정착하는 데 따르
는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다고 예진은 이야기했다. 또
한 청년들을 위한 협업농장을 비롯하여 청년들의 생활과 정착을 돕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쉐어하우스에서 생활하는 동안 다양한 일자
리를 소개받으면서 마을의 여러 가지 일자리들을 통해 약소하게나마 
생계 수단을 모색할 수 있었고, 공동체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농촌에
서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경험들을 통해 예
진은 농촌에서의 삶이 자신에게 맞는지 시험해보는 계기를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러던 중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제안으로 취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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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면서, 농촌에 정착할 수 있었던 길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
다.

한편 전서와 병용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창업농 지원사업을 통
해 농촌으로 이주한 사례들이다. 농촌에서 일손을 도우면서 농사짓는 
일에 즐거움을 느끼고, 목사님으로부터 농사의 취지를 전해 들으면서 
이들의 사업을 돕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지만, 전서가 이를 선뜻 실
천에 옮길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창업농 지
원사업’과 같은 각종 지원사업이었다. 가격 변동이 심한 무농사의 특
성상 교회에서 수익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 있었는데, 귀
농인을 대상으로 한 융자 사업을 통해 전서가 귀농자금을 끌어오게 
되면서, 교회에서도 무농사 대신 자연산란계로 품목을 바꾸어 좀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전서 자신도 
청년창업농 지원사업의 수혜자로 선정되면서, 산란계를 준비하는 기
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받으면서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이다. 병용 역시
도 청년창업농 지원사업 대상자에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독립영농을 
준비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이렇게 청년들의 농촌 이주를 뒷받침해 주는 지원사업과, 농촌에 온 
청년들을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와 비빌언덕의 존재는, 농촌에서의 
체험을 통해 농촌에서의 삶을 막연하게나마 그려 보았던 청년들이 농
촌으로의 이동을 현실적으로 고려해볼만한 대안으로서 느낄 수 있도
록 만들어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회구조들을 활용하여 청년들
은 본격적으로 도시를 떠나서 농촌이라는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옮겨
와, 농촌에서의 새로운 일상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금 자신의 미래의 전망을 그려 보고, 자신의 
삶을 일구어 나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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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농촌에서 새롭게 펼쳐 나가는 삶의 전망

농촌이라는 낯선 공간과 조우하고, 농촌과 관계를 맺고, 직접 농촌
에서의 삶을 경험해 보는 가운데 청년들은 점차 농촌에서의 삶의 가
능성을 구체적으로 그려 보게 된다. 그리고 이들의 농촌으로의 삶에 
대한 상상은, 청년들의 이동과 정착을 뒷받침해 주는 다양한 기회구
조들을 경유하면서 실제 이동의 실천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농촌으로 이주한 청년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자 할
까? 농촌에서의 삶의 가능성에 대한 모색과 실험을 거쳐 마침내 농촌
으로 내려온 이들은, 도시에서는 박탈당했다고 느꼈던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손으로 직접 자신의 삶의 터전
을 일구어 나가며, 자신이 원하던 삶의 방식과 가치를 다시 추구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삶의 전망을 새롭게 재구성해 나간다. 

물론 농촌에 내려온 청년들의 삶의 모습과 활동의 형태, 그리고 지
향하는 목표와 가치는 저마다 다양하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농업 
분야에서 창업을 하여 성공하기도 하고, 농촌의 청년들과 함께 공동
체를 만들고, 함께 배우고 실천해 나가면서 대안적 가능성을 찾아 나
가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들을 보며 많은 논
자들은 이들의 활동이 농업의 혁신을 이루고 농촌사회를 발전시켜 나
가거나, 대안적 가치를 추구하고 해체되었던 공동체를 다시 복구시키
며, 삭막한 현대사회 가운데에서 대안적 삶의 양식을 만들어 나가는 
활동으로서 다양한 기대치를 투사하기도 한다.

하지만 여기서는 청년들이 농촌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그것이 지
역사회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의 차원보다도, 그러한 활동이 청년들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의 차원에 집중해서 이들의 
삶의 모습과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청년들이 농촌에 이주한 이후
의 삶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들이 도시를 떠나 새로운 삶의 가능
성을 찾아 이주한 농촌에서 어떠한 삶을 꿈꾸고 전망하는지를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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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도시에서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고 
느꼈던 자신의 삶의 전망을 농촌이라는 새로운 삶의 무대에서 다시 
그려 나가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삶을 다시 일구어 나가는 가운데 
그러한 전망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1. 삶의 주도권의 회복과 자율성의 추구

인터뷰에 응한 청년들이 농촌으로 이주하는 과정과 이주한 이후의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언급한 것 중 하나는, 농촌에서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고 기획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였
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도시에 살던 시절 불투명한 미래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무기력함의 경험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쿠초크레아와 만디치(Cuzzocrea 
and Mandich, 2016)의 논의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도시에서 부정
되었던 행위성(agency)의 공간을, 농촌으로의 이동 이후에 새로이 펼
쳐 나가고자 하는 기획이라고 볼 수 있다. 

청년들은 농촌으로 이동할 당시부터 농촌에서 자신의 삶을 주도적
으로 삶을 일구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지속적으로 표현하
고 있었다.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자기 일이 아닌 남의 일을 해야 하
는 도시에서의 임금노동과 달리, 농촌에서는 자기가 직접 자신의 노
동의 주인이 되어, 일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주도권
과 자율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또한 그 결과물을 자기가 향유
하며 자급자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참여자들의 이야기에서 공
통적으로 등장하였다.

남편이 IT 관련 중소기업에서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열악한 노동환
경 속에서 근근이 하루하루를 버티는 모습을 보면서 안쓰러움을 느꼈
던 가영은, 농사를 지으시는 시부모님을 보면서, 그리고 먼저 귀농하
여 농사를 짓고 있던 지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농촌에 가면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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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농촌에 이주하기 몇 년 전
부터 계속 하고 있었다고 한다.

(먼저 귀농한 아는) 동생이 굉장히 현실적인 친구인데, 귀농하면 언니
랑 형부는 잘 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둘 다 성실하니까. 신랑
은 (…) 하루에 청소기를 세 번을 돌릴 정도로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집
이 반짝반짝할 정도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일을 하면 정말 잘할 사
람인데, 회사에서 12시간씩 일하고 월급은 쥐꼬리만큼 받고 하는 게 속
이 상했어요. 그래서 자기 일을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이것저것 
찾다가 동생 말을 듣고 아 그래? 한번 해볼까 생각은 했는데, 이게 보
통 일은 아닌지라 1,2년 시간이 흘렀죠. (가영)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가혹한 노동 환경을 견디면서 겨우겨우 살아
가는 것보단, 성실한 성격을 살려서 자기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던 중, 주위의 가족과 지인들이 농사지으며 사는 
모습을 보며, 농촌에서 그러한 삶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
게 되었던 것이다. 

용현 역시도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도시에
서는 ‘남의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마저도 굉장히 위태로운 
지위에 있음을 강조하며, 자신이 주체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일에 대
해 고민하다가 결국 농업을 선택했다고 이야기하였다.

귀농귀촌한 계기가, 일단은 그거예요. 일이라는 게, 직업이라는 게, 자
기 일이 아니고 결국 남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남의 일을 하다가 40대, 
50대 되면, 40대 후반만 되어도 자리가 위태롭게 되고, 50대가 되면 일
을 그만두고 나와서 자영업을 하든 뭘 하든 해서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일이 아닌 거예요. 평생 직업이 아닌 거죠. 그것 
하나,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고, 평생 주체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 생각을 해보면 농업 쪽이 그나마 안정적이면서 평생 가져갈 
수 있는 자기 직업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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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현은 이전부터 환경운동 단체에서 일하는 등 생명과 환경의 가치
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 왔으며, 당시부터 농촌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용
현이 결정적으로 농촌 이주를 생각하게 된 데에는 그러한 가치의 측
면보다는, 농촌에서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주체적인 삶을 꾸려 나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더 크게 작용했던 것이다. 주체적인 삶
으로서 자영업 등 다른 선택지 대신 농업을 택한 데에는 결국 자신의 
생태환경적 가치관이 영향을 미쳤다고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용현에
게 가장 결정적이었던 이유는 결국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농촌으로 이주한 이후에도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삶과 활동
을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은 이들에게 큰 만족감으로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수인은 마을공동체에 온 이후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모
든 것을 직접, 주도적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는 것이 매우 만족스러웠
다고 술회했다.

날마다 다른 일을 하고, 농사일이란 게 되게 주체적인 일이거든요. 제
가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대학원에서 학부 연구생으로 알바할 때
나 환경단체에서 알바할 때나, 그럴 때는 위에서 시키는 일들을 그냥 했
었다면, 여기서는 제가 상추를 심을 건데 어디에 심지 하는 것부터, 어
떻게 심고 거름은 어떻게 넣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 제 성격유형이 주도형이에요. 남들 말 듣는 거 별로 안 좋
아하고 제가 뭔가 주도해 가는 걸 좋아하는데, 농사일이 딱 저한테 맞았
어요. (수인)

본인의 성격이 주도적인 성격이었던 탓도 있지만,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노동과 삶을 기획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은 도시에서는 할 수 
없었던 새로운 경험이었다. 특히 수인은 이전에 도시에서 아르바이트
할 시절의 일의 경험과 현재의 경험을 비교하면서, 이전에는 그저 시



- 86 -

키는 일을 해야만 하는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하고 만들어갈 수 있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2. 새롭게 써 가는 삶의 서사

한편 이렇게 도시에서와는 달리 농촌에서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확
보하고 새로운 실천의 공간을 만들어 가는 가운데, 청년들은 삶의 각 
영역에서 다시금 자신의 삶의 서사를 구성하고, 삶의 전망을 그려 나
가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간다. 농촌에 내려온 이후 청년들은 자신
의 삶의 터전을 다시금 구축하고, 가족의 구심점을 만들고 주변 사람
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 고민하며, 자신이 추구해 왔던 삶의 
목표와 가치를 실현해 나간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농촌에서 자
신의 생존을 도모하고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거나 혹은 특정한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하는 과정일 뿐 아니라, 이들이 농촌이라는 공간에서 
새롭게 자신의 삶의 전망을 구상하고 자신이 원하는 미래의 삶의 모
습을 상상하며, 그에 따라 자신의 생애 서사를 새로이 기획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1) 삶의 기반의 확보

농촌으로 이주한 청년들의 삶과 활동의 모습은 저마다 다양하지만, 
이들의 삶 가운데서 공통적으로 핵심을 이루는 부분은 자신의 생계를 
마련하고,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해 가는 활동이었다. 청년들은 
새로이 정착한 농촌에서 경제적인 생존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부모님이 함께 농촌에 계
시는 진호나 도현, 공동노동을 통해 의식주를 책임져 주는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었던 수인 정도를 제외하면, 저마다 생계 기반을 마련하
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수입의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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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안정시키고, 한편으로는 소비의 수준과 규모를 줄여 나가면서, 농
촌에서의 삶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이들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
기 위한 노력은 단순히 생존의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서 자신이 원하던 삶의 방식을 이어나가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농촌 교회의 농사를 통한 구제사업을 돕기 위해 귀농을 택한 전서
는, 구제사업의 안정적인 수입원 확보와 함께 자신의 경제적인 기반
을 마련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산란계를 선택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무가 알다시피 가격이 널을 뛰는 품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를 해서는 그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실제로 제가 무를 수확하러 
왔을 바로 그 때에 무값이 폭락을 해가지고, 수확을 해서 갖다 팔면 적
자가 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하려는 마음
이 너무 귀한데, 무는 수익을 기대하기에는 위험부담이 너무 큰 작물이
다. 연중 고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작물이 뭐가 있느냐고 하니까 제 사
촌동생이 양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 찾아가서 교육을 받고 실습
을 해보고 나니까 괜찮은 거예요. 이건 연중 고른 소득을 낼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경계에 있는 친구들을 고용해서 일자리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안정된 식품을 생산해서 제공하는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전서)

전서의 산란계 선택은 당장의 생계뿐 아니라 이후의 지속적이고 안
정적인 수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경수·혜윤 부부는 농촌으로 이주하면서, 자연농법의 방법으로 농사
를 지어 먹거리를 자급자족하며 사는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한편
으로는 농업만으로 소득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생계 대책
을 물색하다가, 경수가 농업에 집중하고, 혜윤이 지역의 생협 매장에
서 일을 하여 소득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생활을 이어 가게 되었다. 

그런데 경수·혜윤 부부가 농외소득을 통해 수입을 충당하는 것은, 
단순히 농사로 얻은 소득을 보충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위함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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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농사짓는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수입원을 
확보하는 차원이었다. 즉, 이들에게 ‘농사’는 수입을 위한 수단이 아
니라 삶의 방식 그 자체로서 의미를 다니며, 그러한 삶을 계속 이어 
나가기 위해 여러 가지 수입원의 확보를 시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대한 저희가 변하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계속 농사를 짓고 살 거다, 
직업적 농부가 되든 아니면 뭐 다른 형태의 농사가 되든 간에 그런 부
분은 있는 거고, 어쨌든 그것을 위해서, 농사를 계속 짓겠다는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계속 시도를 해 보는 것 같아요. 제가 풀타
임이 아닌 파트타임을 해본다거나 청년창업농 사업에 도전해본다거나, 
방법적인 부분은 계속 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혜윤)

남해 바닷가 마을에 친구들과 함께 귀촌하여 문화기획 활동을 하고 
극 창작활동을 하는 승환 역시 지역에서의 경제적 기반 확보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것 역시 지역에서 자신과 친구
들의 문화 활동과 창작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적 수단으로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내려오고 나서는 제일 걱정하는 게 경제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 판
단으로는 서울에서도 똑같았을 거다. 서울에서도 돈 버는 걸 계속 고민
하는 상황에 놓일 것 같아서 (…) 더 좋은 점이라고 하면 소비가 확 줄
어서, 서울에 있었을 때의 소비 패턴이랑 많이 달라지는 것? 돈 새는 
일이 많지 않다는 (…) 대신 돈 벌기도 어렵죠. 지역에 일자리도 별로 
없고, 더 나아가서 제가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창
작활동을 위한 정도의 경제수단이 필요한 거지, 경제적으로 막 확보하고 
싶지 않고, 소득을 늘리고 싶다 이런 욕구는 없어서. 그런 정도고. (승
환)

승환의 경우 농촌에 오기 전 서울에서도 집안 사정이 어려운 상태
였고, 취업을 하고 경제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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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서의 생계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비교적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며, 오히려 서울에 비해 소비의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데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자리를 구해서 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승환과 친구들의 목적은 농촌에서의 창작활동과 문화
기획활동을 뒷받침할 정도의 수입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
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어느 정도 감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사례를 비롯하여 인터뷰에 참여한 청년들의 경제적 생활 기
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활동은, 경제적 생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이 농촌에서의 삶을 지속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한 점에서 청년들에게 지역에서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은 이들이 농촌에서 자신들의 삶의 전망과 계획을 이어나
가기 위한 기본적 조건을 갖춰 나가는 활동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2) 자아실현과 새로운 삶의 목표

청년들은 농촌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 인터
뷰에 응한 청년들 중에도 다양한 형태로 농사를 짓는 이들부터 체험
농장 운영, 마을만들기센터 활동, 문화기획, 공동체 활동 등 여러 가
지 형태의 활동을 펼쳐 나가는 이들이 있다. 또한 이들의 가치관과 
지향성 또한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이들의 다양한 활동의 형태나 가
치지향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참여자들에게서 공통으로 관찰할 수 있
었던 것은, 도시에서는 좀처럼 불가능하다고 느꼈던 자아실현을 농촌 
공간에서 다시 이루어 가고 싶어하는 모습이었다. 앞서 제3장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청년들은 도시의 경쟁적인 문화와 조직생활, 자본의 
논리 속에서 자신이 원하던 삶의 목표와 가치관을 제대로 실현할 수 
없다는 점에 무기력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한 가운데 농촌
으로 이동하여 다시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들의 행위 공간을 확
보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삶의 목표와 가치를 다시금 농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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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서 추구해 가고자 시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서울에서 대기업에 다니던 시절 조직문화와 사내정치, 그리고 비즈

니스 논리에 막혀 자신의 뜻을 펼 공간이 없었던 도현은, 고향으로 
내려와 부모님의 체험농장 일을 돕게 되었다. 도현은 자신이 그동안 
대학시절에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회사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쌓은 경험들을 농촌 공간에 녹여내면서 여러 가
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고향에 내려왔다고 한다.

고향이라는 게. 거기서 내가 뭘 해볼 수 있는 것이 있을 거라고, 저는 
약간 그런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뭔가를 그래도 대학교 때부터 기획하고 
스스로 자립하고 이런 걸 좋아했으니까. 분명 농촌사회에서도, 회사에서 
그런 경쟁을 하는 것보다 농촌에 내려가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오히려 
내가 훨씬 경쟁력이 있지 않겠나 하는 경쟁력이 있었고. 부모님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내려왔죠. 내려와서 농
촌사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많을 거라 생각했고. (도현)

실제로 도현은 부모님과 함께 체험농장을 가꾸어 가면서, 농촌의 경
관이나 다양한 자원들의 가능성에 대해 재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활
용하여서 다양한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겠
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사실. 농촌 자원을, 저는 단순히 농업이라는 게, 지금도 다원적 가치
라고 하면서 조금씩 부각이 되기 시작했는데, (…) 농업 자원이라면 경
관이라든지, 경관 보존적 가치도 있고, 사회를 유지하는 다양한 가치들
이 있으니까 그런 걸 활용해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농업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고 새로운 모델들
을 만들어 내고. 그런 것들을 해 나가야죠. 저도 그렇게 하고 싶고.

무언가를 기획하고 실행하고 비즈니스 모델로 만드는 것을 좋아했
던 도현은, 농촌에 와서 비로소 자신이 원하던 바를 직접 실행에 옮
길 수 있는 공간을 가지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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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혜윤 부부는 농촌 이주 이전 도시에 있을 때부터 이미 옥상에 
텃밭을 가꾸면서 직접 먹을 채소를 재배하여 자급자족하고,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는 등 자신들이 생각하는 친환경적 가치를 실천하며 지냈
었다. 이미 일상의 작은 실천들을 통해 자신들의 가치를 실현해 가고 
있었기 때문에 도시생활에 대한 회의 같은 것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
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이주해 온 농촌에서 본격적
으로 자신들이 생각하던 형태의 농사를 지어 나가고, 식생활에서 자
급자족의 비중을 늘려 나가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추구해 
오던 삶의 방식을 시도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 부분이 좀 있죠. 내가 뭔가를 내 손으로 해 보고 싶고... (3초) 돈
을 버는 것도 먹고살기 위해서잖아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걸 하
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먹을 것을 키워 보는? (혜윤)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저희 식생활에 필요한 건 거의 다 키우고 있고
요, 못 심는 것도 있지만. [쌀] 논농사보다는 밭 중심으로 해서, 저희 식
생활에 키우는 것 심고 있고, 그 중에는 토종씨앗, 토종씨앗 증식하는 
운동이 있는데 저희도 참여해서 씨앗을 받고, 키워서 다시 나눠주는 활
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저희 식생활에 쓰이기도 하고 (경수)

한편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하면서, 특히 남들과는 다른 ‘자연농’
이라는 방식으로 농사를 지어 가는 가운데, 농촌의 현실과 마주하고, 
농사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자신들의 농사 방식을 낯설어
하는 어른들의 시선을 받으면서, 농사짓는 삶의 의미에 대해 끊임없
이 성찰하고, 이론과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농사짓는 삶을 
지속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밭도 갈아야 하는데 저는 밭을 갈지도 않고, 그런 모든 행동들
이 기존 분들에게는 이야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를 많이 들었어요. 단순히 궁금해서 묻는 분도 계시고 이래라저래라 하
는 분들도 계시고, 첫 해까지는 직접 표출은 못하니까 마음적으로 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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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냥 참고만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2년차가 되니까 자주 보는 분들
은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는 거구나. 고생하네. 그런 식으로 
저희 하는 모습을 인정을 해주시더라고요. (…) 농사 방법적인 어려움은 
환경적인 이유로 자연농이라는 방식을 시작을 했는데, 농사의 이론과 실
제는 다르니까, 관행농이든 유기농이든 날씨 변수도 있고 자연적인 변화
도 많고 한데, 이 방식은 그러한 어려움에 대처하는 게 인력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시행착오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경수)

도시에서 텃밭을 가꾸다가 본격적으로 농촌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
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많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실험해 보고, 다른 한
편으로는 녹록치 않은 농촌의 현실과 마주하면서, 이들 부부는 막연
하게 동경하던 농사짓는 삶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배워 가게 되고, 이
를 통해 ‘농사짓는 사람들’로서의 자신들의 정체성을 구성해 가고, 삶
의 전망을 그려볼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서는 농촌에 내려온 이후의 자기의 삶을 이전에 자신이 전업작가
로서 활동할 시절의 예술적 작업에 비유하고 있다. 도시에서 살 때보
다도 오히려 농촌에 온 이후의 삶이 훨씬 바쁘고 정신이 없지만, 자
신은 이것을 ‘생업’이 아니라 자신만의 ‘작업’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기쁘게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아마 이걸 일로서 하라 그랬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일이라기보단 그냥, 생활 같은 것. 제가 전업작가일 때는 그림을 
그리는데 저녁 여섯 시 되면 땡 끝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림 같은 경우는 제 작업이니까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힘들지
도 않고 오히려 기쁨을 주고, 제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오히려 도움을 
주지. 그것처럼 농촌의 일도 저한텐 되게 즐거워요. 이게 일로 느껴지지 
않고. 근데 이게 일의 하나가 되어버리면 농촌에서 살기 되게 힘들 거예
요. (…) 생업이라기보다는 저한테는 그냥 제가 해 왔던 미술작업과 굉
장히 유사한 또 하나의 작업 같아요. 그래서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같아
요. (…) 제 친구들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농촌에 갔다고 네가 작업을 
못 하는 게 아니고 네가 하는 그 일이 바로 작업이다 하니까 나도 그렇
게 생각한다 했죠. (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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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서는 자신이 현재 짓고 있는 농사일을 자신만의 ‘예술작업’에 비
유하고 있다. 주어진 일만 하면 퇴근 후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도시에서의 삶에 비해, 농사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험하며, 작
은 것 하나까지 챙겨 가면서 농사를 짓느라 사실상 일과 여가의 구분
이 없는 나날이지만, 오히려 그 농사일 자체가 자신의 삶이자 작업이
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매 순간 기쁘게 일을 할 수 있
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상의 사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청년들의 농촌에서의 다양한 활
동은, 이들이 농촌 공간에서 새롭게 자아실현을 추구해 가는 과정으
로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청년들이 농촌에서 펼쳐 나가는 다양한 활
동들은 분명 귀농귀촌 담론에서의 기대치와 같이 지역사회의 발전과 
농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대안적인 삶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과
정으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농촌에서 청년들의 활동이 
가지는 잠재력과 영향력에 대해 주목하기 이전에, 그것이 청년들 자
신의 삶 가운데서 자아실현과 성장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3) 친밀성의 회복 

한편 농촌으로 이주한 청년들은, 도시에서는 바쁜 일상과 파편화된 
관계 속에서 안정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친밀성의 영역을 농촌의 삶 
가운데 다시 회복해 가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농촌이라는 새
로운 무대에서 가족의 구심점을 다지고, 또래 친구들이나 마을 사람
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면서, 도시에서는 좀처럼 불가능했던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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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의 구심점 만들기

우선 가정의 행복을 되찾고, 가족의 미래의 전망을 새로이 펼쳐나가
고자 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가정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이들이 많지는 않았으나, 이들의 사례를 통해서 청년들이 농
촌으로 이주하면서 가정생활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고, 가정
의 전망을 어떻게 그려 나가고 있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었다.

앞서 제3장에서 바쁜 직장생활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남편과 
제대로 된 가정생활을 누리기 어려웠다고 이야기했던 가영은, 농촌에 
와서 사과농사를 짓게 되면서, 일과 삶의 리듬을 조정하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다시금 확보할 수 있어 좋았다고 이야기하였다.

근데 시골 오니까 그래도 신랑이 열두시쯤 퇴근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예 노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교육도 듣고 같이 점심도 먹고, 오
늘은 뭐해? 오늘 저녁에 교육 있는데 자기가 애들 하원 받아줄래? 이런 
이야기를 이제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서울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못 했
겠네요?] 일단 어린이집에 보낼 일이 없기도 했지만, 대화할 시간이 없
었죠. 남편이 열두시나 돼야 들어오잖아요. 열두시가 돼야 들어오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기다리다가 피곤해서 잠들어 버려요. 그러면은 
48시간을 못볼 때가 있는 거죠. (…) 저는 그러자고 결혼한 게 아니거든
요. 저는 남편과 대화하고 싶었고. 돈이 중요했으면 돈 많은 남자 찾아 
갔겠지만, 저는 남편이 따뜻한 사람이라 좋았고. 그래서 정말 따뜻한 가
정을 꾸리고 싶었던 건데…. (가영)

물론 농사일로 바쁜 농촌에서의 나날 가운데, 육아를 하고 가정생활
을 꾸려나가는 일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다. 귀농을 막 하고 두 달
쯤 지난 시점에 둘째아이를 임신하여 사과농사가 한창일 때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서, 농사일과 육아를 병행하느라 매우 정신없는 시기를 
보내었다고 한다. 또한 육아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 집을 비우고 귀농
귀촌 지원정책이 요구하는 교육을 이수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어 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지역의 열악한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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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관련 인프라에 대해서 지적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농촌에서의 일
상에 적응하고, 아이들도 자라서 어린이집에 입학하게 되면서,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었고, 비로소 자신이 원하던 
가족의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가영은 농촌에 오면서 자녀의 교육과 가족의 이후 전망에 대해서도 
새로이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먼저는 도시에서의 
경쟁적이고 삭막한 학교의 분위기 대신, 농촌의 여유로운 환경 속에
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아이들도 요즘 애들 보면 너무 까졌잖아요 솔직히. 진짜 초등학교 애
들 얘기 들어보면은 패드립은 기본이고 요새 그런 애들 너무 많아요. 근
데 일단은 시골이라고 꼭 그렇지 않으리란 법은 없겠지만 그래도 저는 
애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시골에서 정말 작은 학교에서 선생님이랑 친구
들이랑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막 우글
우글 있는데서 애엄마들 치맛바람 세고 막 누구 엄마는 촌지 주느라고 
누구만 예뻐하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진정한 친구를 만들기를 바랐어
요. 조금 놀린다던가, 너네아빠 차 안좋아, 너네 집 별로야, 그런 이야기
를 하지 않는 친구들을 만나게 하고 싶었다는 희망사항이 제일 컸어요. 
(가영)

또한 가영은 가정의 경제적 계획과 전망에 있어서도 40대 중반이면 
퇴직을 걱정해야 하는 도시에서에 비해, 오히려 수입 자체는 적을지
라도 퇴직 걱정 없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농촌에서의 삶이 장기적
으로는 나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덧붙였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이구 내가 내 욕심에 애들
을 되지도 않는 곳에서 키우고 괜히 고생시키는 것 아닌가 생각도 하지
만, 그래도 지금은 멋모를 때잖아요. (…) 솔직히 돈이 제일 필요할 때는 
20대, 30대 때에요.. 그렇잖아요. 등록금 없어서 학교 못 다니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돈이 없다고 
못 다니진 않잖아요. 적어도. 그러니까 제가 빨리, 그리고 요즘은 만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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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다들 늦게 결혼해서 아이를 늦게 낳기 때문에, 정년퇴직이 빨라지
고 이러면서 애들한테 한참 돈 들어가야 될 때 아빠가 잘리더라구요. 지
금 저희 사촌오빠도 이제 50인데 삼성 다니거든요? 근데 애가 이제 고2
에요. 근데 지금 오늘내일 해요. 그런데 잘리면, 퇴직금으로 얼마나 버
틸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쩝 이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해요. 
(가영)

가영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터뷰 전반에 걸쳐 남편과 자녀
들,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가영이 농촌으로 이주하면서 새로
이 그리고자 하는 삶의 전망은 가족의 행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다른 참여자들의 서사에서는 가족이라는 주
제가 거의 등장하지 않고, 가영이 경수·혜윤 부부를 제외한 다른 참여
자들과 달리 기혼자이고, 또 자녀를 현재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가영이 가지고 있는 가정생활에 대한 전망은  매우 특수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삶의 기반을 만
들고 자아를 실현하는 것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가내재생산을 하는 
것이 청년들의 이행기에서의 중요한 경험이자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가영의 사례는 농촌으로의 이주 경험이 청년들의 
가정을 이루고 재생산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전망의 차원을 열
어주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참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새로운 관계맺기의 실험

한편, 농촌으로 이동한 청년들이 지역에서 새로운 관계와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모습도 관찰할 수 있었다. 도시에서는 익명적이
고 파편화된 관계 속에서 좀처럼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관계 맺기
의 양상을, 농촌으로 이동하여 주위의 또래 친구들, 또는 지역의 사람
들과 함께 구축해 가고자 하는 것이다.

의식주를 비롯하여 모든 생활을 공동으로 함께하는 공동체 마을에 
들어간 수인은, 도시에서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자신을 지켜봐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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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져줄 수 있는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표시하였
다. 앞서 제3장에서 소개한, 서울에서 살던 시절의 자취방에서의 경험
과 대조하여, 마을에 들어온 이후 자기 집에 불이 났을 때의 경험을 
소개해 주었다.

근데 여기서는, 불이 난 적이 있는데 제가 ‘살려주세요!’이렇게 소리를 
쳤는데 다들 와 줬거든요. 그런 경험. 그런 공동체에 소속되어 혼자가 
아니다, 안전하다는 경험이 좋았어요. 안정감이 있었고. (수인)

또한 공동체에 들어온 이후로, 다른 것들을 굳이 증명할 필요 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환대받고, 또 그 안에서 자신의 역할들을 수행해 나
가면서, “가면을 쓰지 않”고,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서 남들과 관계 맺
을 수 있다는 점에 큰 인상을 받았다고 수인은 이야기해 주었다. 이
전에는 피상적이고 익명적인 관계 속에서 자신의 안정감을 보장할 수 
없는 도시라는 공간에서,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증
명해야 하는 자리로 내몰리는 가운데 소외감과 피로감을 느꼈다면, 
농촌에 이주한 이후로는 자기 자신으로서 타자 앞에 온전히 현상할 
수 있는 진정한 관계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한편 공동체의 관계를 누리는 데 그치지 않고, 수인은 공동체가 위
치해 있는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모아 청년모임을 만들고, 활동을 계
속 이어나가기를 꿈꾸고 있었다. 공동체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환경
문제와 생태적인 삶에 초점을 두고 있었지만, 함께 살아가는 경험들
이 쌓이는 가운데, 생태환경 문제에서 나아가 자신이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마을’로 관심사가 확장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2년차쯤 됐을 때. 그래서 내가 시골에서 뭐가 부족한지 봤더니 또래 
친구가 서울에서만큼 없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을 모으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청년들과 모여서 청년모임을 갖고 있고. 그 전까지는 농사, 환
경, 지속가능한 생태계에 키워드가 맞춰져 있었다면 지금은 그냥 그거는 
제 삶에서 해 나가면 되는 부분이고, 어떻게 하면 여러 사람들과 재미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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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어울려 살까, 마을만들기에 조금 더 관심이 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관심이, 원래는 마을에 대한 가치가 크지 않았는데, 개인적
으로 쓰레기를 덜 만들고 그런거에 집중했는데, 지금은 더불어 사는 것
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상태죠. (수인)

수인은 인터뷰를 할 당시, 공동체 마을에서 3년간 지내보겠다고 하
던 기간이 거의 다 끝나 가는 상태였고, 그래서 인터뷰 후반부에는 
이후의 계획에 대해 소개해 주었다. 공동체를 나온 이후의 계획에도 
지역의 청년들과 함께 마을에 남아서 마을 빵집을 만들고 싶다는 이
야기를 해 주었는데, 공동체에서의 경험을 계속 이어 가면서 공동체
를 만들고, 함께 하는 삶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일이 수인의 삶의 전
망과 꿈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승환의 사례는 앞서 간략하게 소개한 바와 같이 처음에 시골살이에 
대한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로서 친구들과 함께 남해에 여행을 갔다가 
남해의 경관과 그곳에서의 생활에 만족하여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함
께 남해로 귀촌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이다. 승환의 사례에
서 재미있었던 것은, 친구들이 함께 의기투합하여 내려왔지만, 내부에
서도 지역과의 관계, 삶의 지향과 가치관 등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승환 본인은 ‘대안적 삶’이나 ‘생태적 가치’, ‘공동체’와 같은 거창한 
가치에는 크게 관심이 없음을 내비치는 모습을 보였다.

저희도 약간 그런 맥락에서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친구 (…) 
중에 사회학도 친구가 있거든요. 저는 디자인을 하고 제 여자친구도 디
자인 전공자고, 좀 예체능적인 교육을 받고 그런 사고를 하는 편이고, 
그 친구는 좀 사회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런 걸 싫어
하진 않지만, 관점이 많이 다르구나. (…) 저는 뭔가 대안이라고 느끼지 
않거든요. 내 삶에, 내가 선택하는 모든 게 다 대안인 거니까. 내가 원
하는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것.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역에 내려왔다... 
없진 않죠. 다 마음속에 섞여 있으니까. 운동적인 차원도 당연히 있을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그냥 내가 살아간다는 것에 집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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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그게 참 중요하고, 창작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으로서 창작활동
으로 인해서 자아실현을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내가 지역에서 산다
는 걸 알리는 것보다 창작자로서 내 이름을 알리는 게 더 중요한 거예
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지역에서 산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경향
도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역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법들이 다르게 
발현되는 것들이 있는 것도 같아요.(승환)

실제로 승환은 남해로 이주 온 이후 친구들과 함께한 기억들에 대
해서 소개하는 과정에서, ‘공동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
다. 본인의 삶에 ‘대안적 삶’이라는 의미부여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모습을 농촌에서 실현해 가는 것에 일차적인 목
표를 두고 있었다. 그러한 점에서 농촌에서의 대안적 삶, 사회적 가
치, 지역에서의 역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멤버들과는 조금 다
른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실이 승환이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별로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승환은 현재 살고 있는 
남해의 공간을 함께 내려와서 상주하고 있는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서울에 떨어져 있는 친구들, 혹은 지역살이에 관심 있는 이들이 내려
와서 어울리고 쉴 수 있는 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부
여하고 있었다.

내려오고 1년 동안에 친구들이 많이 놀러왔었어요. 같이 왔던 친구들
이 아니더라도, (…)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놀러왔던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신기한 경험이었는데, 놀러오라고도 많이 하긴 했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내려와서 제가 사는 모습을 봤고, 나름의 어떤 휴식을 받
고, 다시 또 서울에 올라가서 일을 하고 하는, 그런 식의 거점이 된다는 
것도 저로서는 굉장히 재미있었죠.(승환)

승환과 친구들은 현재까지도 부정기적으로 라이브 공연, 네트워킹 
파티 등 다양한 행사들을 열면서 서울에 있는 친구들과 지역 사람들
을 초대하여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도 수시로 



- 100 -

친구들이 놀러와서 함께 지내다 올라가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승환과 친구들이 남해에서 활동을 이어가면서, 지역 사람들에

게 이들의 활동이 소개되고,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일들
이 늘어나면서, 지역과의 관계와 접점에 대해서도 고민을 확장해 가
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친구들과 함께 남해의 ‘지방소멸’ 문제를 주
제로 하여 월간지를 준비하고 있으며, 승환 자신도 지역의 소멸을 중
심 소재로 극을 쓰는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다. 

승환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공동체’나 ‘대안적 삶’에 대한 
지향을 명시적으로 표방하지는 않지만, 친구들과 함께 생활공간을 꾸
려 나가고,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하고, 서울에서 놀러온 친구들과 지
역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는 가운데, 다른 멤버들과의 온도차는 있을
지언정, 친구들 및 지역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승환이 자신의 극 
창작 활동에 ‘지방소멸’이라는 문제의식을 담아내었다는 것은, 승환의 
남해에서의 창작 활동이 단순히 개인의 창작 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의 관계 속에서 그 지평을 확장해 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농촌에 이주한 이후로 겪게 되
는, 도시와는 다른 형태의 관계의 경험이 누적되는 가운데, 다른 이들
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지역과 관계를 맺어 가는 것이 이들의 삶
의 전망 가운데에서 중요한 요소로서 자리 잡아 갈 수 있음을 보여주
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이야기들은 농촌으로 이주한 청년들이 도시에서와는 다른 
형태의 관계를 경험하면서,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새로이 기획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처음부터 대안적 삶
과 공동체에 대한 명확한 지향을 가지고 공동체에 들어간 수인과, 가
치에 대한 뚜렷한 지향은 없지만 우연히 만난 남해라는 공간이 맘에 
들어 친구들과 함께 귀촌을 택한 승환은 다른 지향성을 가지고 농촌
생활을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촌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형태의 관계의 경험들은 이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주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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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삶의 전망과 기획 가운데에서 주위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살
고 있는 지역과 관계를 맺어 가는 것이 중요한 요소로서 자리 잡아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소결론

청년들은 농촌으로의 이동을 통해, 도시에서는 더 이상 불가능해 보
였던 자율적인 삶의 기획과 전망의 가능성을 다시금 펼쳐보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새로이 이주해 들어온 농촌 공간 
가운데에서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다시 써 나가는 모습을 보인다. 경
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 자신이 바라고 꿈꾸었던 삶의 방식을 실현
해 가는 것, 그리고 가족 및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
은, 비단 농촌에 적응하고 정착하기 위한 노력일 뿐 아니라, 그것 자
체가 청년들이 이후에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는지의 문
제, 즉 자신의 삶에 대한 전망과 기대의 차원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다. 

물론 이들이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이다. 여
러 가지 삶의 가능성을 시도하고 실험하는 가운데 시행착오도 겪을 
것이고, 지역의 어른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할 것이고, 경
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혹은 정책의 미흡함으로 인해 이들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경험들 속에서 
청년들은 한편으로는 현실과 맞닥뜨리는 가운데 자신들의 기대치를 
조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실험
해 가면서, 자신들의 삶의 전망을 계속해서 구성해 나간다. 그렇게 상
상과 현실 가운데에서 구성해 나가는 삶의 전망은, 눈앞에 보이는 어
려움에도 불구하고 농촌에서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원동
력이 된다. 

그러한 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혁신이나 대안의 차원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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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이전에, 이들이 농촌에서 실제로 만들어 가고 싶은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묻고, 이들이 농촌 공간에서 자신의 삶의 터전
을 다지고 자신들의 삶의 전망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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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본 연구는 최근 들어 사회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청년들의 농촌 이
주, 혹은 ‘귀농귀촌’ 현상을, 청년들 자신의 농촌에서의 삶에 대한 기
대와 상상을 중심으로 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
들이 도시를 떠나 새로운 삶의 무대로서 농촌을 선택하는 것을, 청년
들이 현대 한국사회에서 생존의 압박을 겪고 이행의 위기를 경험하며
삶의 전망이 매우 불투명해진 가운데, 새롭게 자신의 삶의 길을 기획
해 나가기 위해 취하는 실천으로서 놓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한국의 농촌 이주 현상은 ‘귀농귀촌’이라는 정책 패러다임을 중심으
로 하여 논의되어 왔다. 외환위기 당시 정부의 실업자의 구제를 위해
실시한 ‘귀농정책’과 민간의 생태주의 운동의 맥락에서 시작한 ‘귀농
운동’의 흐름이 어우러지면서, 한국에서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이동하
는 현상이 ‘귀농(귀촌)’이라는 사회적 현상으로서 본격적으로 가시화
되었다. 한편 귀농귀촌을 경제적인 기회로서 제시하고자 하는 ‘귀농정
책’의 흐름과, 대안적·생태적 가치를 실천하는 현장으로서 제시하는
‘귀농운동’의 흐름은, ‘귀농귀촌’의 의미론을 규정하는 두 가지 흐름이
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인구의 감소로 ‘지방소멸’의
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농업의 세대교체와 지역의 발전을 담당할
젊은 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청년들의 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청년 일자리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 두 가
지 위기가 교차되는 곳에서 청년들의 ‘귀농귀촌’을 장려하는 움직임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청년들의 농촌
이주를 지원하는 정책들이 입안되고, 영화 <리틀 포레스트>나 예능프
로그램 <풀 뜯어먹는 소리>와 같이 청년들의 농촌살이를 다루는 미디
어 재현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청년들의 귀농귀촌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 청년 귀농귀촌 담론에서는, 기존의 귀농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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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 현상을 규정해 오던 의미론의 연장선에서, 청년들의 농촌 이주를 
농촌에서의 창업과 같이 경제적인 기회를 찾아가는 것으로서 위치 짓
거나, 혹은 소비적이고 경쟁적인 도시에서의 삶에 회의를 느끼고 대
안적인 가치와 삶을 찾아 농촌으로 가는 것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
었다.

본 연구가 문제제기를 하는 지점은 바로 이 부분에서이다. 청년들의 
농촌 이주는, 이제 막 삶의 진로와 향방을 결정해야 하는 이행기적 
시기에, 쌓아 놓은 기반도 동원할 자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도시를 떠
나 농촌이라는 전혀 낯선 공간에 자신을 던져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
에 쌓아 둔 경제적 자원과 기반을 동원하여 농촌에서의 ‘인생 제2막’
을 꾸리는 장년층의 귀농귀촌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지닌다. 그렇
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적인 기회를 추구하여 농촌에 간다거나, 대안
적인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농촌에 간다는 설명만으로는, 청년들이 
그러한 모든 위험요소들과 불안감을 감수하면서 농촌이라는 삶의 무
대를 택하는 과정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청년들의 농촌 이주 과정에서 드러나는, 
이들 자신의 삶의 미래에 대한 전망과 상상의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농촌에 이주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열 명의 청
년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들의 농촌 이주를 전후한 서사로부터 
이들의 농촌 이주가 이들의 삶의 기획과 전망 가운데 갖는 의미를 알
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들이 농촌 이주 이전 도시에서 겪는 회의와 스트레스는, 
이들이 더 이상 자신의 삶의 미래를 전망할 수 없다는 무기력함과 연
결되어 있다. 청년들은 도시에서 자신들의 삶의 기반이 매우 취약하
다는 것을 실감하고, 또 자신이 원하던 삶의 방식과 가치를 추구하며 
자아실현을 하다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며, 가족의 구심점을 마련
하고 가정생활을 제대로 이어 나가는 것이 매우 어려움을 절감한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은 단순히 현재 겪는 삶의 어려움에 그치는 것
이 아니라, “이대로는 더 이상 못 살겠다”는 무기력감, 즉 이대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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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삶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는 삶의 전망의 불가능성과 연결
되어 있다. 한편, 청년들은 도시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다
양한 형태의 경험을 거치며 삶의 가능성들을 시도하고, 스스로 삶의 
전환을 마련하고자 한 경험들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는 삶의 전망 
불가능성 앞에서 자신의 삶을 기획해 나가고자 하는 계기들을 도시에
서부터 이미 마련해 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실험과 
모색의 경험들은 이후 이들이 농촌이라는 새로운 삶의 무대에 자신을 
던지는 데도 영향을 미쳤다.

둘째로, 청년들의 농촌 이주 과정은, 처음부터 농촌 이주를 목표로 
하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산하여 이루어지는 선형적인 과정이 아니
라, 농촌을 접하고 경험하는 다양한 계기들이 누적되는 가운데 농촌
에서의 삶의 가능성을 실험하고 모색한 끝에 비로소 본격적인 이주로 
이어지는 비선형적인 형태를 띠었다. 청년들은 생태적 가치나 농촌에
서의 디자인, 혹은 경제적인 기회와 같은 저마다의 필요와 관심사의 
연장선에서 농촌 공간을 접하고, 또 농촌에 대해 진지하게 관심을 갖
게 되지만, 그것이 바로 농촌으로의 이주 의향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다. 그러한 가운데, 농촌에서의 단기 거주, 농사 아르바이트, 프로그
램 등을 통해 농촌에서의 삶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가운데, 농촌
에서의 삶이 생각보다 자신에게 잘 맞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
고, 그 후에야 본격적으로 이주를 결심하는 모습을 보인다. 여기서 청
년들이 농촌을 체험하며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정은, 농촌이라는 미지
의 공간에 자신을 투사해 봄으로써 농촌으로의 이동에 대한 상상을 
구체화시켜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이동
에 대한 상상은, 청년들의 농촌 이주를 지원해주고 뒷받침해 주는 정
책이나 비빌언덕과 같은 다양한 기회구조를 경유하면서, 구체적인 이
동의 실천으로 이어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은 농촌으로 이주한 이후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꾸려 나가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청년들의 삶
의 기획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자율성’이다. 도시에서는 불확실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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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로 인해, 그리고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자기 일이 아닌 남의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자기 삶의 주도권을 갖지 못했던 데 비하
여, 농촌에서는 자기가 직접 노동과 삶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기획해 나가고, 약소하나마 노동의 결과물을 자신이 향유
하고 자급자족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농촌 이주 동기와 이주 이후
의 삶에 대한 서사에서 되풀이되어 등장했다. 이렇게 자기 삶의 주도
권을 회복하고, 자신의 행위 공간을 확보해 나가는 가운데, 청년들은 
농촌에서 자신의 삶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도시에서는 불가능했던 
자아실현을 꿈꾸며, 가족의 행복을 되찾고 주위 사람들과 새로운 관
계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자신의 기반을 만들고, 자
아실현을 통해 삶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친밀성을 회복하고 재구성하
는 가운데, 청년들은 다시금 자기 삶의 전망을 회복하고, 자신의 삶을 
기획해 가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청년들 개인의 서사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로서, 이
들이 원하는 삶의 모습과 전망, 꿈과 상상에 대해서는 수집할 수 있
었지만, 이들의 삶의 전망과 실천의 공간이 농촌의 현실과 만나는 과
정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갈등과 어려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청년들
의 꿈과 상상, 전망이 좌절되거나 교섭되고, 재구성되는 변증법적인 
과정에 대해서 살피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
서 제시한 청년들의 농촌에서의 삶의 전망에 대한 설명 논리를 바탕
으로, 청년들이 실제 활동하는 현장에 대한 깊이 있는 관찰 연구를 
통하여 이들의 삶의 전망이 농촌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굴절되고 교
섭되는지의 과정을 드러내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청년들의 이행의 위기라는 배경으로
부터 창발하는 청년들의 삶의 전망과 기획의 측면에서 청년들의 농촌 
이주 현상을 설명하고자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은퇴
자를 비롯한 장년층 귀농귀촌자가 중심이 된 기존의 귀농귀촌 논의와 
달리, 청년의 시기적 특성에 주목하고, 농촌으로의 이주가 이들의 삶
의 여정 가운데 가지는 위치와 의미를 중심으로 설명 논리를 구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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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농촌 이
주에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농촌에서 어떠한 가치를 실현하고, 어떠
한 활동을 하느냐의 문제보다도, 이들이 농촌에서 어떻게 삶의 기반
을 구축하고, 자신의 생애를 어떻게 기획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었다. 그러한 점에서 청년들의 농촌 이
주의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이들의 농촌에서의 활동을 지원해주기 
이전에, 이들이 농촌에 정착하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만들고, 이곳에
서 삶의 전망을 지속적으로 그려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것이
라는 제언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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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agined Mobility’ and Experiment for 
New Way of Life

: A study of Young People’s Urban-to-rural Migration 
in Korea

Kim, Banseok
Department of Soci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at identifying young people’s urban-to-rural 
migration in Korea, from the viewpoint of their own narratives. I 
argue that young people’s urban-to-rural migration should be 
regarded as practice for envisaging and reconstructing their future 
lives through the mobility towards rural areas. In a situation where 
young people feel that their lives cannot be sustained in the 
survivalistic atmosphere in urban areas, they seek to regain their 
agency and initiatives for rebuilding their own biography in the 
unstable world.

Before examining young people’s narratives, I first looked at the 
semantics of the ‘gwinong/gwichon’(return-to-farm/return-to-rural) 
discourse in Korea. In the period of the financial crisis of late-90s 
in Korea, ‘gwinong’ has emerged as a social phenomena, which is 
promoted as alternative for unemployment on the one hand, and 
ecological movement on the other hand. Young people, meanwhile, 
appeared as main agent in the ‘gwinong/gwichon’ discourse in 
recent years, in the crisis of demographic declination in r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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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s and shortage of manpower in agricultural sector. In the 
‘gwinong/gwichon’ discourse, young people’s urban-to-rural 
migration is often viewed as seeking for economic opportunities in 
agricultural sector, or pursuing ecological value and establishing 
community in rural areas.

It is this point that this study raises question. Comparing with 
that of older people, who have been the main actor of 
‘gwinong/gwichon’ phenomena, young people’s urban-to-rural 
involves much more risks and unstability, in that they have few 
resources to utilize, and are in very vulnerable status in rural 
areas. Thus, the problem of the motivation of young people’s 
urban-to-rural migration cannot be simply explained in the 
viewpoint of their value orientation―economic value or ecological/ 
alternative value, because they have to take many risks and 
challenges in order to pursue their values in rural areas.

From this context, this study presents young people’s narratives 
of their migration into rural areas, focussing on their imagined 
future. The narratives analyzed in this study cover the general 
course of young people’s migration, starting from their experiment 
in urban areas before their migration, their encounter with rural 
areas and decision of migration, and their settlement in 
countryside and experiment for new way of life. The result of this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young people’s stress and skepticism in urban areas is not 
only the problem of trouble and difficulty in their current lives, but 
also related to the impossibility to project their lives into the 
future. In the interview, the interviewees said that they could not 
sustain their lives anymore in the urban areas. Meanwhile, facing 
the lethargy in urban life, they had steadily pursued change of 
lifestyle before they moved to rural areas. These experiences can 
be interpreted as their construction of agency to envisage their 
future and making their own biography in the unstable world. And 
it can be said that young people’s experiment of lifestyle in their 
days in urban areas later influenced their migration to rural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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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searching for new life.
Second, the process of young people’s urban-to-rural migration 

seems to be contingent process involving various chances of 
encountering and experiencing the rural, rather than linear process 
involving deliberate planning and preparation for migration. Along 
this course of encountering the rural, young people project their 
lives into the unfamiliar space of rural areas, examine the 
possibility of rural life, and give shape to their imagination of 
moving into rural areas. 

Finally, young people who moved into rural areas try to make 
their own lifestyle in each aspects of their lives. In the core of 
their project is ‘agency’ and ‘autonomy’ to design their life course. 
Unlike in urban areas where they could not have initiative of their 
own lives, in rural areas they could be protagonist of their labor 
and living, plan their daily lives, and own the output of their work. 
Such experience was at the heart of young people’s narratives of 
their lives in countryside. In this way, young people reconstruct 
their prospect of future lives and try to build sustainable lifestyle 
in rural areas.

Keywords: Youth, Urban-to-rural Migration, Imagined Future, 
Imagined Mobility, Agency,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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