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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초 록

  한국의 경제는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시대에 성장하였다. 한국사회

의 都農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박정희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의 構想

을 제시하여 농촌개발을 시작하였다. 

  1970년대 초의 새마을 가꾸기 사업을 통하여 농촌경제발전의 기반이 

조성되었고 1972년까지 새마을운동이 전국 범위에서 점화되었다. 새마

을운동은 영속적인 국민운동을 조성하기 위하여 복차적인 방식으로 사업

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복차적인 추진방식으로 한국의 마을에서 발전의 

선순환이 형성되었다.

  새마을운동 초기에는 농로개설, 안길확장, 교량건설 등 기반사업을 통

하여 마을에서의 생산 활동을 편하게 할 수가 있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발전수준을 기준으로 전국의 마을을 기초마을, 자조마을, 자립마을로 나

누었을 뿐만 아니라 마을의 지형, 영농규모, 마을주민의 연령 등을 기준

으로 각 마을의 실질 상황에 맞는 지원제도를 세웠다. 그리고 사업을 제

대로 실행한 일부 마을이 시범마을로 선정되어 특별한 지원을 받았다. 

시범마을의 주민소득은 일반마을에 비하여 월등히 더 빠른 속도로 증가

하였는데 시범마을의 사업성과는 일반마을의 새마을운동에 참여하려는 

의욕을 더 강화시켰다. 

  새마을운동은 한국의 역사상 전례가 없었던 국민경제운동이므로 새마

을운동을 제도로 시행하기 위하여 새마을교육이라는 새로운 교육체제를 

도입하여 새마을지도자를 육성하였다. 새마을교육의 실시과정에서 건립

된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새마을지도자와 참여농가의 

영농기술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계발도 이루어졌다. 새마을

교육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었고 실천적인 교육이었으므로 

예전의 모든 교육과 달랐다. 새마을교육은 새마을운동에 성공에 크게 기

여하였다. 

  새마을운동의 성공은 중요한 농촌경제 개발경험을 남겼다. 새마을운동

의 성공요인을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다. 첫 번째, 한



국 국민의 자각이다. 두 번째, 참여 동기부여의 자극이다. 세 번째, 새마

을교육이다. 네 번째, 상황에 맞는 지원제도의 운영이다. 다섯 번째, 지

도자의 강한 지도력이다. 여섯 번째, 복차적인 사업추진방식으로 인한 

선순환이다.  

  최근에 들어와 한국정부는 한국의 국제위상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새

마을운동세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새마을운동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타 국가의 농촌개발운동의 모델이 되고 있다.

  중국은 1990년대 이후의 고도성장으로 인하여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고도성장에 기여하던 건국 이후의 중공업촉진정책

과 二元性 社會構造는 중국에서 발전의 後遺症을 낳았다. 그리고 낙후된 

농촌은 중국의 小康社會 건설사업의 걸림돌이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서 2005년에 중국공산당은 社會主義 新農村建設의 構想을 제시하였고 

2006년 全國人民代表大會에서 통과된 후에 新農村建設은 중국정부가 三

農問題를 해결하기 위한 國策이 되었다. 현재 중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제3단계의 都市化建設은 도시와 농촌 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요구하고 

新農村建設은 이를 계기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生産發展, 生活寬裕, 鄕風文明, 村容整潔, 民主管理라는 新農村建設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의 농로개설 사업과 비슷한 村村通工

程으로 농촌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였고, 농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

하여 농민주택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사회복지 측면에서 都農 간의 

二元性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新型農村合作醫療保險과 新型農村養老

保險制度를 세우게 되었다. 중국은 농업대국이지만 농업선진국이 아니

다. 중국의 농업생산이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는 것

은 농촌개발 및 농민소득증대에 저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정부는 농

촌지역에서 농업현대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新農村建設을 위하여 자원과 자금을 많이 투입하였고 일정 

정도의 성과를 취득하였다. 예컨대, 村村通工程을 통하여 중국의 농촌지

역에 도로를 증설하였고 新農合을 실시한 후에 농민들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대폭 상승하였다, 그러나 新農村建設이 현재까지 새마



을운동처럼 全面的인 성공을 취득하지 못 하고 있다. 新農保와 농민주택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만 취득한 성과가 크지 않고 일부 지역에

서 대규모 자원낭비현상도 발생하였다. 

  새마을운동과 新農村建設을 비교하자면 거시차원에서의 운동시발점과 

미시차원에서의 운동추진맥락을 두 운동의 공통점으로 간주할 수가 있

다. 그렇지만 새마을운동과 신농촌건설의 운동추진주체, 운동을 위한 교

육체제, 운동의 확산효과, 운동의 추진방식 그리고 운동참여자인 농민과 

운동추진자인 정부 간의 신뢰 등 면에서 차이점이 존재한다.

  新農村建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특히, 농민들의 자각을 위하여 새마을교육 같은 새로운 교

육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농촌현장의 참여 능동성을 자극하기 위하

여 운동의 추진주체를 정부에서 농민으로 바꾸어야 하고, 새마을운동을 

복차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新農村建設의 각 사업 간의 

일관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주요어: 

농촌개발, 새마을운동 사업, 새마을운동성공요인, 

신농촌건설 사업, 삼농문제

학  번: 2012-23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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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 章

序論

第1節 硏究背景

  1970년대부터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1980년대까지 농촌경제뿐만 아니

라 전체 국민경제, 그리고 국민의 정신 측면이 포함되는 모든 면에서 한

국에서 큰 변화를 일으켰다. 새마을운동이 남긴 성공적 경험은 여타 국

가의 농촌발전 및 국민경제의 초기개발 사업의 모델이 되기도 하였다. 

아시아지역의 인도, 필리핀, 아프리카지역의 르완다, 탄자니아, 에티오피

아 등 국가에서 이미 새마을운동의 경험을 배워 자국에서 새마을 시범마

을을 조성하였다.1) 뿐만 아니라 한국 새마을세계화재단은 제3세계국가

의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외국인 새마을 초청 연수”라는 활동을 개시

하였다. 한국정부는 한국의 국제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새

마을운동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다. 새마을운동의 세계화는 한국의 국

제위상의 제고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가 있

다. 

  중국은 전체로 보면 강대국이며 1인당 경제지표를 보면 개발도상국이

며, 농촌의 발전현황을 보면 미개발국이라고 할 수도 있다. 중국은 앞에

서 언급한 후진국들처럼 새마을 시범 마을을 조성하고 있지 않지만, 일

부 지역의 공무원들은 한국에 와서 새마을운동의 경험을 배우고 있다. 

중국은 현재 新農村建設을 하고 있는데, 새마을운동의 소중한 자료도 필

요하다.  

  1940년대 저명한 사회학자인 費孝通은 「小康經濟」라는 글에서 小康

社會라는 개념을 중국에서 처음 제시하였다. 그는 “小康社會에서는 국

민들이 생계에 대한 우려가 없고, 사회질서가 안정되다”라고 하였다. 

費孝通은 毛澤東이 집권한 시기에 우파학자로 비판을 받아 小康社會라는 

1) 새마을세계화재단 사이트 참조: saemaulgf.or.kr/kor/index.html



- 2 -

개념도 “개인경제를 주장하여 혁명적인 집단주의를 반대하고 안정을 강

조하여 농민들의 압박에 대한 혁명적 반항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비판

을 받았다. 그러나 文化大革命 이후 중국이 極左的 사상에서 깨어 중국

의 경제를 어떻게 발전하여야 하는가가 다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1979년에 鄧小平 國務院 副總理는 中道實用主義者로서 중국에 방문한 

일본 오히라 마사요시 首相을 만났을 때 중국에서 小康社會를 건설하는 

구상을 언급하였다. 1997년에 江澤民 共産黨 總書記는 共産黨 第15回 

全國代表大會에 제출한 보고에서 “2020년까지 小康社會를 건설한다는 

것은 共産黨의 基本目標이다”라고 하였으며, 이후 小康社會라는 개념은 

공식적으로 중국정부의 입장이 되었다. 江澤民이 정의한 小康社會는 선

진국과 발전도상국의 중간단계이다. 中國科學院은 중국의 小康社會의 지

표를 제시하였다. 中國科學院의 「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전략

보고」에 따르면 小康社會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엥겔계수가 

0.35 이하로, 지니계수가 0.4 이하로, 城鄕二元構造係數2)가 1.8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며, 인간 개발 지수(Human Development Index)는 0.8

이상으로, 도시화비율이 55% 이상으로, 중국인의 기대수명이 76세 이상

으로, 중국인이 교육을 받는 연한이 10년 이상으로 제고되어야 한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와 小康社會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낙후된 농촌사회임이 드러났다. 농민들의 소득을 제고하

지 않으면, 농촌과 도시 간의 격차를 해소하지 않으면 엥겔계수, 지니계

수, 城鄕二元構造係數를 모두 낮추지 못 하고 인간 개발지수와 도시화비

율을 제고하지 못한다. 따라 중국은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5

년부터 新農村建設이라는 구상을 제시하였다. 그 후에 전 세계 최대 규

모의 농촌개발운동인 新農村建設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중국정부의 공식적인 문서 중에서 “新農村建設이 한국의 새마을운동

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문구는 없지만 정부지도자들은 新農村建設정

책을 제정할 때, 학자들은 新農村建設을 연구할 때 일반적으로 새마을운

2) 성향이원구조계수는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격차를 측정하는 지수이며 계수가 높을수
록 격차가 크다. 

   성향이원구조계수=도시의 비농업 부문의 비교생산성/농촌의 농업부문의 비교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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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참조 기준으로 삼고 있다. 新農村建設은 현재까지 추진되어 왔으

며, 일정 정도의 성과를 얻었다. 중국의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성과를 

인정하였다. 新農村建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었다. 

新農村建設은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사업의 중간평가를 하

고 발생한 문제를 검토하고 해결법을 모색하여야 하는 시점이나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는 연구가 아직까지 많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중국학자나 중국인 대학원생들은 한 새마을운동과 新農村建設을 이

미 비교 연구하였으나 대부분은 새마을운동과 新農村建設의 공통점과 차

이점을 비교하였을 뿐이다. 새마을운동의 성공요인을 新農村建設에 적용

을 시도하고 새마을운동의 경험을 이용하여 新農村建設의 문제에 대한 

해결법을 모색하려는 연구가 아직까지도 없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第2節 硏究目的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새마을운동과 新農村建設의 시작한 배경과 계기 그리고 전개

과정 고찰하고자 한다. 

  두 번째,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고찰한 후에 그의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자 한다. 

  세 번째, 新農村建設의 추진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성과를 고찰하고 추

진사업 중에서 존재하는 문제를 밝히고 이러한 문제들이 왜 생겼는지, 

그들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네 번째, 새마을운동의 성공요인과 비교하여 新農村建設이 새마을운동

에서 배워야 할 점을 분석하고 新農村建設 앞으로의 진행과정에서 주의

하여야 할 점을 밝히고자 한다. 

  新農村建設에 대한 다른 선행연구는 이미 있었는데 이들 선행연구들은 

주로 新農村建設을 통하여 중국의 농촌사회에 어떠한 좋은 변화를 주었

는가와 新農村建設의 성과를 중점으로 두었는데 新農村建設을 평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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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을 제시하는 연구가 아직까지 없었다. 이번 연구는 다른 선행연구

와 달리 新農村建設의 성과를 인정하는 동시에 그의 문제를 제시하고 문

제에 대한 해결법을 초점으로 두는 것이다.

第3節 硏究方法과 硏究範圍

  새마을운동이 완수된 지 이미 몇 십 년이 지났다. 그래서 새마을운동

의 지도자, 참여자 등 당사자를 만나 자료수집이 불가능하니 새마을운동

을 분석하는 부분에서는 주로 문헌과 서면자료를 참고하고 예전 학자의 

연구결과를 참고한다. 新農村建設은 현재 중국에서 하고 있는 경제개발

운동이므로 기타 학자의 연구결과 외에도 현장조사가 가능하다. 구체적

인 논문구성과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 새마을운동의 배경, 계기, 전개과정 및 새마을운동의 성과

와 그의 성공요인을 분석하겠다. 우선,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당시의 역

사적 배경과 경제적 배경을 요약하고 새마을운동의 계기를 제시하겠다. 

전개과정 부분에서 사업별로 논의하고 새마을운동은 각 사업을 통하여 

한국 농촌사회에서 일으키던 변화를 제시하겠다. 새마을운동의 성과부분

에서 사례를 통하여 새마을운동의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 성과를 분석

한 후에 그의 성공요인을 요약하겠다. 

  제3장에서 제2장의 맥락으로 新農村建設을 분석하겠다. 우선 新農村

建設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그의 배경, 계기를 제시하겠다. 이어 新農

村建設의 추진사업을 논의하고 이들 사업에서 취득한 성과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같이 제시하겠다. 그리고 이들 문제를 왜 생겼는

지의 원인을 분석하겠다. 여기서 유의하여야 하는 점은 새마을운동에서 

추진하였던 사업이 많았는데 이번 연구는 중국의 新農村建設과 비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新農村建設과 비교할 수가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논

의하겠다. 

  제4장에서 새마을운동과 新農村建設 간의 이동을 비교하여 새마을운

동의 성공요인을 新農村建設에서 적용할 수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新農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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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設의 미래 사업에 건언하고 新農村建設을 더욱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가 있도록 하겠다. 

  새마을운동에 대하여 많은 문서자료를 통하여 연구하고 新農村建設은 

현장조사를 실행한다고 하였지만 중국의 농촌지역의 크기와 많은 농촌인

구를 고려하여 전체조사는 불가능하니 중국 서남부 四川省 지역의 마을

만 대성으로 조사한다. 조사범위는 중국 전체 지역에 비하여 미소하지만 

四川省은 중국의 13개 주요 식량생산지역 중 하나고 양돈업 1위의 지역

이다. 그리고 四川省 인구는 9097.4만 명이고 그 중에서 농민은 72.4%

의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총 6585.3만3) 명이다. 그러므로 四川省

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3) 출처: 2012년 四川省 통계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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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 章 

韓國의 새마을運動

  새마을운동은 한국의 농촌뿐만 아니라 국가의 근대화 과정에서의 중요

한 일환이며 한국이 세계 최빈국으로부터 경제강국으로 발전하여 온 시

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다. 새마을운동은 최초의 농촌경제개발, 마을주민 

소득증대의 농촌개발운동으로부터 한국 전 국민이 모두 참여한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 개혁운동으로 발전되었다. 새마을운동은 한국뿐만 아니

라 세계적인 經濟發展史上의 遺産이 되었고, 새마을운동의 배경, 계기, 

전개과정의 분석을 통하여 새마을운동의 성공경험은 여타 국가의 농촌개

발을 도울 수가 있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새마을운동을 분석하고 중

국의 新農村建設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第1節 새마을運動의 背景

  새마을운동이 시작한 당시에는 농촌의 인구는 전체 한국 국민의 70%

를 차지하고 있었고, 농촌은 너무나 가난하였다. 즉, 한국 민국이 가난에

서 벗어나기 위하여 농촌의 개발을 하여야 하는 시점이었다.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어떠한 배경 하에서 새마을운동을 제시하였는가를 알아

내기 위하여 역사적, 경제적 배경을 분석하고 새마을운동을 시작한 계기

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第1項 歷史的 背景4)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 4월 22일 전국지방장관회의에서 “새마을 

가꾸기 운동이라고 하여도 좋고 알뜰한 마을 만들기라고 하여도 좋을 것

이니, 스스로 의욕을 가지고 노력하는 마을은 정부에서 적극적 지원하는 

4) 새마을운동 10년사 제1장 새마을운동의 사적 배경, PP.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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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1970년 10월부터 새마을 가꾸기 사

업에서 출발하여 1971년 전국의 3만 3267개 行政里·洞에 시멘트 335

포대씩을 평균적으로 무상 지원하였고 각 마을들은 하고 싶은 사업을 자

율적으로 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마을들에 무상지급을 한 후에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는데, 첫 번째는 정부가 무상 공급한 시멘트로 농민들이 

자체 노력과 자체 자금을 투입하여 마을이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을 하여 

낸 경우이었고, 두 번째는 시멘트의 정부의 무상공급을 받았지만 뚜렷한 

사업을 하지 못한 경우이었다. 

  정부는 첫 번째 형태의 반응이 있는 16600개 마을에 대하여 또 다시 

시멘트 500포대와 철근 1톤씩을 무상공급하면서 자발전인 협동노력을 

장려하였다. 이와 같은 경쟁적, 선별적 방식으로 점화된 새마을 사업은 

정부의 절대적인 지원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새마을 가꾸기 사업은 

환경개설에만 중점을 둔 사업이었지만 1972년부터 勤勉·自助·協同의 

새마을정신 하에서 정신계발 및 소득증대운동으로서의 모든 개념을 포괄

한 새마을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새마을운동은 그 정신

적 기조로서 勤勉·自助·協同을 설정하게 되고 그 추진 방법으로서는 

우수한 지도자의 헌신적 봉사를 기조로 하고 동시에 정부에 의한 적극적

인 지원이라는 방식을 택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새마을운동은 대통령

의 절대적인 후원과 우수한 남녀 새마을지도자, 그리고 정부 삼자의 연

합이 核을 이루면서 추진된 국민운동이었다. 새마을운동은 초기에는 단

순한 농가의 所得倍加運動이었지만 이것을 통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면서

부터는 도시, 직장, 공장에까지 확산되어 勤勉·自助·協同을 생활화하

는 의식개혁운동으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운동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先進國隊列에 꼭 진입하여

야 한다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강하게 심어준 조국근대화운동이었다고 말

할 수가 있다. 한국 현대사에서 말하는 “조국근대화”과제의 일환으로 

1970년 초 박정희 대통령이 허경연 정책보좌관과 함께 이 운동을 주창

하였으며 이는 고도성장과 能率主義 행정추진으로 개인적 자유와 일부 

사회적 행위가 통제되므로 정권정당화용이라는 일부 비판적 시각도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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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렇지만 정치의 근본은 “바르게”다스림에 있다. 나라를 바르게 

다 다스리자면 국민들로부터 믿음을 얻는 것이 제일이고 국민들을 배불

리 먹이는 것이 그 출발이며 새마을운동은 무엇보다 국민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잘 살게 하는데 목적을 둔 운동으로 시작되었다. 이 운동

이 지향하는 사회적 목적이자 이념이라 할 수가 있는 대목은 당시 최고 

통수권자의 발언에도 강력하게 표현되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

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을을 우리 손으로 가꾸어 나간다는 勤

勉·自助·協同 정신으로 땀 흘려 일하며 가난을 물리치고 잘 살아보

자”라는 일념으로 새마을 역사가 시작되었다.5) 

第2項 經濟的 背景6)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국은 해방되었다. 해방으로부터 1960년대 말

까지 한국 경제와 사회는 극빈과 혼란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다. 국민

의 1인당 소득이 해방 당시의 50달러이었고 1950년대에는 65달러, 

1960년대에는 85달러에 불과하였으며, 국민 대다수가 생존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여기에 日帝侵奪과 動亂頻發의 後遺症이 국민들의 배고픔에 놓여 있었

다. 많은 국민들이 미국의 梁谷支援計劃에 의하여 밀가루로 延命하였고, 

국토의 황폐하여 졌으며, 홍수와 가뭄으로 농사는 흉작일 때가 많았다. 

이와 같은 경제적 곤궁은 사회적 불건전과 국민의식의 왜곡을 가져오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부부패의 만연, 폭력조직의 횡행, 불법, 

범죄의 범람 등으로 사회질서는 문란하여지고 윤리기강은 무너져 가고 

있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군사정부가 내세운 경제건설과 질서 확립의 

기치는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게 되었고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다.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비록 중공업중심과 

수출주도형의 경제발전에 역점을 둔 정책이었지만 제2차 계획기간부터 

5) 김선철(1999), 70년대 새마을운동과 국가-사회의 연계, PP. 24-27.
6) 쎈크언 촌티차(2010), 한국의 새마을운동과 태국의 자족 경제의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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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천히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1970년의 국민 1인당 소득은 257

달러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사회질서도 비록 규제와 타율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궤도로 진입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도시와 공업의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와 농촌, 그리고 공

업과 농업간의 소득 및 생산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농촌인구는 도시를 향한 이동이 심화되는 현상을 보여 되었다. 그리하여 

농촌 및 농업인구의 감소에 비례하여 도시인구는 급격히 증가하였고, 특

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首都圈의 인구팽창은 현저히 두르려졌던 것이다. 

  새마을운동이 일어나게 된 직접적이고도 핵심적인 동기는 경제적 측면

에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빈곤퇴치”에 대한 집념을 국민들 다수의 

“가난으로부터 벗어나자”는 바람과 일치하여 소득증대에 주된 목표를 

둔 새마을운동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우리도 할 수가 있다”, “하면 

된다”는 信念을 가지고 노력함으로써 체념으로부터 탈출하고 좌절로부

터 일어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였던 것이다. 굽어진 허리를 펴고 허기

진 배를 채우며 무서운 보릿고개를 퇴치하려는 “잘 살기 운동”에 어느 

누구도 반대할 수가 없었다.7)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추진에 따라 국가 전체의 경제규모는 커지고 

국민 1인당 소득도 평균적으로 상승하고 있었으나 농업과 공업 간 또는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리하

여 농업위주의 농촌지역은 도시나 공업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

었고 이는 장차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도시와 공업비역의 

성장이 농촌지역으로 확산되어 평균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장기간을 

요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이러한 평균화의 효과가 이루어지기까

지는 농촌의 후진성은 더욱 심하여지고 이로 인한 부작용도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공업과 농업 간의 격차와 지역 간의 격차가 높아지게 되면 인구의 사

회적 이동이 심하여져 도시는 과밀화에 시달리고 농촌은 과소화로 인한 

공동화를 면치 못 하는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공간상의 경

7) 김인진,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본 한국사회의 근대성 형성에 관한 연구, PP. 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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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격차는 국민 상호 간의 異質化를 가져오고 이는 국민 간에 위화감

을 조성하게 되어 국민화합을 저해하고 나아가 국가안보체제의 구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 이와 같이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

하기 위하여 농촌으로부터의 경제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켜졌으며, 따

라 새마을운동과 같은 擧國的 활동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第2節 展開過程

  앞 절에서 논의하였듯이 1971년에 한국정부가 전국 모든 마을에 335

포대씩 시멘트를 무상 지원하였음으로부터 새마을 가꾸기 사업을 시작하

였다. 1972년까지 새마을 가꾸기 사업은 일정 정도의 초기 성과를 얻었

다. 새마을 가꾸기 사업을 바탕으로 전 국민이 참여하던 새마을운동으로 

발전되었다. 본 절에서 새마을운동의 목표와 그의 독특한 추진방식 그리

고 새마을운동의 추진사업 및 취득 성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第1項 새마을運動의 目標

  한국의 농촌은 원래 빈곤한데다가 1960년대에 공업화를 추진한 후에 

공업의 발전에 비하여 농업은 상대적으로 정체하고 도시와 농촌 간의 경

제적, 사회적, 문화적 격차가 더욱 커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낙후

된 농촌을 발전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이 시작되었다. 당시에 새마을운

동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표는 크게 단기적 발전목표와 장기적 발전목

표로 나눌 수가 있다. 

  새마을운동의 단기적 발전목표는 정신계발 측면, 생산소득 측면, 그리

고 환경개선 측면 등이 포함되었다. 정신계발 측면으로 새마을운동은 농

민들의 意識構造에 변혁을 의도하는 운동으로서 낙후와 정체, 체념과 나

태의 전형적인 정체사회에 근면과 자조, 협동의 기풍을 높이려 의도하였

고, 특히 지난 날 “나”만을 기준으로 해 왔던 지금까지의 가치체제 위

에 “우리”라는 새로운 가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생산소득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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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농가의 생산증가와 소득증대를 위하여 운동의 초기단계에 있어서는 

손쉬운 사업에서부터 착수할 것을 계획하였으며 먼저 농로확장, 논두렁 

바로잡기, 경지정리, 수리시설의 개선 등을 통하여 농업기계화를 유도하

여 나갈 것을 시도하였다. 또한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이루어진 마을진

입로의 신설 및 확장, 마을안길의 확장과 정화의 가설, 공동창고, 마을구

매장 등은 농산품구매유통개선에 크게 기여되었다. 환경개선 측면으로 

새마을운동의 영속화를 위하여 그리고 自助意欲을 개발하기 위하여 눈에 

띄고 피부로 느낄 수가 있는 가장 절실하고 가장 손쉬운 사업부터 착수

하도록 하였다. 첫 번째, 마을을 중심으로 하여 基礎生活圈이 되는 지봉

과 담장, 변소와 축사 등의 농가환경의 개선을 계획하였다. 두 번째, 현

대생활에 있어서 필수문화시설인 농촌의 電化率을 높이고 통신시설사업

의 추진과 간이급수시설, 공동우물에 의한 농촌급수, 농촌도로망의 정비 

등을 계획하였다. 세 번째, 마을단위 공동 이용시설로서 마을창고, 마을

구판장 및 마을회관 공동 목욕탕 등의 시설을 계획하였다. 네 번째, 국

토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국도변 가꾸기, 小道邑 가꾸기, 관광지 가꾸기 

사업 등을 펴나가기로 하였다. 

1981년까지 새마을운동 주요사업의 목표
사업별 단위 목표량 사업별 단위 목표량

농촌기
간도로

마을아길
농로

km 
26,266
49,167

농촌급
수시설 

간이급수
시설

위생우물
개 소

32,624
110,400

전기
통신

농촌전기
마을통신

천 호
리 동

2,834
18,633

농촌거
주환경

지붕개량
주택개량

천 동
2,075
544

농업용수시설 천 ha 1,215 소하천정비 km 17,239

농경지 
정리

경지정리
논두렁정리 

천 ha 588
343

마을공
동이용
시설

공동창고
공동목용

탕
마을회관

개 소
34,655
30838
35,603

출처: 내무부 새마을운동. 1973.
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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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단기적 목표를 기반으로 1981년까지의 중장기 목표도 세우었다. 

내무부의 자료에 의하면 위의 표와 같다. 이러한 생산기반 사업을 바탕

으로 소득증대, 치산녹화, 복지환경 등 장기적 목표를 세우었다. 소득증

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새마을공장, 마을공동기금 등 사업을 계획하

였다. 치산녹화계획에 있어 소득증대와 국토보전을 기할 수가 있는 경제

림을 도모하는 것을 비롯하고 사방녹화를 도모하고 연료임을 강력히 조

성하여 나갈 방침을 세우었다. 복지환경사업에 있어 주거환경의 정비를 

비롯한 농촌위생시설의 정비 및 공동시설의 설치와 이용을 통하여 주민

상호 간의 공동의식을 높이고 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물질적 목표 외의 정신적 측면의 목표도 중요하다. 정신적 측

면의 장기적 목표는 주로 여서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 비생산적 부조

리 풍조를 일소하고, 주민을 협동 조직화하여 나가는 한편 새 國民紀綱

을 확립한다. 두 번째, 대대적인 의례간소화 운동을 통하여 冠婚喪祭費

를 낮추어 나간다. 세 번째, 가족계획운동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인구증

가율을 줄여 나간다. 네 번째, 농가저축운동을 통하여 농촌의 절약기풍

을 조성하고 소등의 확대 재투자로 보다 높은 소득을 도모하여 나가야 

한다. 다섯 번째, 협동의 구심체가 되는 마을기금을 마을당 적어도 100

만 원 이상 조성하고 이를 復次的 인 방식으로 활용함으로써 마을의 자

율적인 노력에 의한 경제적인 자립을 도모하도록 한다. 여섯 번째, 정신

교육에 치중하여 온 새마을교육을 정예교육, 기술교육으로 발전시켜 나

감으로써 모든 농민의 정예화, 기술화를 기한다. 

第2項 새마을運動의 推進方式

  새마을운동은 정부에서 나온 무상지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만약 새마을운동을 단순한 “정부지원→마을운동”의 형식으로 추진하였

다면 그의 취득성과는 매우 제한될 수가 있었다. 새마을운동의 추진은 

단순한 직선적인 방식에서 벗어나고 復次的인 방식으로 추진하였으므로 

좋은 성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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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차적인 추진방식이란 정부에서 나온 무상 지원을 이용하여 1차적 

사업을 추진하고 1차적 사업을 통하여 나온 수익을 다음 차례의 사업에 

투입한다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마을은 정부에서 나온 무

상 지원금을 자율적으로 추진사업을 선택하여 자금을 투입한다. 사업을 

추진할 때 마을주민들이 노동력을 제공한다. 사업을 통하여 얻는 수익의 

일부는 마을주민의 참여 동기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노동임금으로 참여 

주민들에게 배분하고 나머진 이익금은 다시 마을금고에서 적립하여 제2

차적 사업을 추진할 때 사용한다. 

정부 지원기금

사업에 투자

사업 이익금

노동임금 분배마을금고

그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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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그림<1>으로 나타나듯이 復次的인 추진방식은 정부의 무상지원

으로부터 사업을 점화하고 일부 노동임금 분배의 형식으로 순환에서 나

가고 빨간 점선 안에 있는 부분은 끊임없이 순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지방식으로 정부가 소량의 자금만 투입한 후에 마을주민의 참여 동기

를 유발하고 새마을운동을 자동적이고 순환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새

마을운동의 復次的인 추진방식은 정부의 투입자금을 가능한 만큼 절약하

였다. 그리고 사업 이익금의 일부는 노동임금 분배로 나갔기 때문에 새

마을운동의 協同精神을 지졌으면서도 시장경제의 원리를 훼손시키지 않

았다. 마을주민은 노동임금 분배를 통하여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 새마

을운동에 참여 동기가 부여되었다. 

第3項 새마을運動 推進事業의 實績

  새마을운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많은 새마을 사업을 추진하였

다. 이들 사업은 정부의 무상 지원으로부터 시작하여 나중에 각 마을이 

자율적으로 復次的인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본 項에서 새마을운

동에서 추진하던 사업과 그들의 실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第1目 農路開設, 안길擴張, 橋梁建設

  한국 정부의 정의에 따른 농로란 마을을 기준으로 하여 마을과 국도, 

지방도간, 마을과 이웃 마을간, 마을과 농경지간을 연결하는 노폭 5m 

이상의 농촌 도로를 말한다. 새마을운동의 농로개설 사업은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 

  1980년까지 농로개설사업은 총 61,797km가 개설 또는 확장되었으며 

이 거리는 서울과 부산 간의 51회의 왕복 주행거리에 해당된다. 그 동

안 농로개설을 위하여 정부지원 1,242백만 원과 주민부담 1,241백만 

원이 투입되었다. 특히 1976년까지의 농로개설사업은 마을과 마을을 연

결하거나 마을과 국도 및 지방도를 연결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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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도부터는 면과 면을 연결하는 대규모 協同圈 사업으로 발전하였

으며, 난공사지역으로 개통이 불가능한 농로의 개설을 위하여 1976년도

부터는 세계은행 차관 270만 달러를 도입하여 850km의 농로개설과 

211개소의 교량을 가설함으로써 기설 농로의 문제점을 크게 보완하였

다. 개설된 농로는 그 기능을 강화시켜 농촌산업도로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가 있도록 기설 농로의 구조개선과 정비에도 중점을 두었다. 이는 대

부분 마을 주민들이 自力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979년 말까지 전국 

농로 229km를 포장, 사리를 부설하거나 직선화하여 농로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버스노선이 연장되어 마을 안까지도 버스가 들

어오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한국 농촌에서의 주요 운반도구는 지게였으나 마을안길과 

농로 및 교량이 가설되어 농촌 도로망의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그 대신 

손수레나 경운기가 중요한 수송수단으로 등장하게 되었다.8) 이와 같이 

농로개설은 농어촌 주민들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시간을 단축시켜 

주었으며 각종 농산물과 농업생산재의 신속한 유통을 가능하게 하여 운

반비용과 수송시간을 단축시키고 농산물 가격 및 거래조건을 높여 주었

다. 뿐만 아니라 농로개설의 결과 작부체제가 개선되어 상업적 영농으로

의 전환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농업기계화의 촉진과 노동시간의 절감을 

가져왔다. 또한 외부로의 취업기회와 자녀들의 교육기회가 확대되는 동

시에 부락 간 또는 외부세계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농어촌 주민들의 사

회적 지위를 향사시켜 주고 소외감을 해소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농어촌의 경제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위의 농로개설 사업과 비슷한, 마을 내의 수송비용의 절감하기 위한 

마을안길 확장사업도 추진하였다. 마을안길 확장사업은 가장 어려운 점

은 좁은 길 주변에는 개별농가의 농토가 있어 안길을 확장하기 위하여 

농토를 점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행인 것은 마을 주민들은 비교

적 짧은 시간 안에 마을 안길의 확장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깨닫고 

서로 양보하여 가며 토지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8) 새마을운동10년사. PP. 359-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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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안길 확장사업의 당초 예정목표는 총 26,266km이었으나, 1972

년 이전에 발산적으로 이루어진 9,624km를 포함하여 1972년에 

21,624km의 실적을 올림으로써 89%라는 완성률을 기록하였다. 1973

년에 10,862km를 확장함으로써 당초 목표를 10%나 초과 완성하여 새

마을운동의 획기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게 되었다. 마을안길 확장사업의 

전체 실적은 다음 표와 같다.

 

  마을안길 확장사업에 이어 수행한 것이 교량건설 사업이었다. 우마차

가 다닐 수가 있는 마을 진입로는 대형차가 어려움이 없이 진입할 수가 

있게 확장되었고 나무로 가설되어 있거나 교량이 없는 징검다리 길에 현

대식 콘크리트교량이 가설되어 나갔다. 정부에서는 시멘트와 철근 등을 

지원하였고, 마을 주민들은 마을안길 확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땅과 노동

력을 제고하여 협동으로 교량을 건설하였다. 교량을 가설하여야 될 곳은 

많아 1972년 총목표수를 76,748개소로 설정하였다. 1972년에 무려 

12,800개소를 건설함에 따라 16.7%를 달성하였으며, 1973년에는 

9,963개소를 가설하여 42%를 달성하였고, 3년째인 1974년에 54.5%를 

건설하여 절반 이상의 실적을 올렸다. 이와 같은 교량건설의 계속적으로 

추진으로 1979년에는 4,019개소를 1980년에는 3,208개소를 가설하여 

총 79,516개소로서 당초목표의 104%를 달성하였다.9) 마을안길 확장사

업과 교량가설 사업은 모두 원래 계획보다 많이 조성하였다.

  이상의 농로개설, 마을안길 확장사업, 교량가설 사업은 모두 새마을운

동의 基盤事業이었다. 이들 基盤事業을 통하여 농촌지역의 편리성을 제

9) 새마을운동10년사. PP. 380-381.

마을안길 확장사업의 실적
마을안길 확장 단위 1972 1974 1976 1978 1979

실적 km 12,000 5,316 1,107 942 171
누계 km 21,624 37,847 40,769 43,162 43,314

조성률
목표26,266km 

% 82.3 144.1 155.2 164.3 165

자료출처: 내무부, 새마을운동10년사.
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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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였다. 교통운송의 편리성은 모든 경제활동에 있어 상부고조를 담당

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들 사업을 

통하여 농촌 주민의 교통운송을 원활히 할 뿐만 아니라 생산과정에서 운

반의 소요시간을 단축시켜 주고 농산물과 생산자재의 운반비용을 절감하

게 하여 주었다. 유통비용의 절감은 생산자재비용을 싸게 하여 주며 농

산물 실질수취가격을 높게 하여 줬다. 다른 면에서 농민의 소득을 향상

시켜 농민의 생활수준을 개선하여 주었다. 

第2目 마을 類型別 綜合開發과 示範마을 事業

  새마을운동이 한국 모든 마을로 확산되고 1973년에 전국 34,655개 

마을의 발전수준을 기준으로 기초마을, 자조마을, 자립마을 3단계로 나

누고 이들 마을의 수준에 맞게 새마을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기 시작

하였다. 

  1973년에 마을당 평균 49만4천 원의 정부자금을 받게 되었으나 “우

수마을, 우선지원”의 원칙에 따라 발전수준별로 정부지원 규모에 차이

가 나타나게 되었다. 예를 들어 기초마을은 41만4천 원, 자조마을은 27

만7천 원, 자립마을은 244만6천 원의 정부자금을 각각 받았다. 자립마

을의 경우에는 전국 마을당 평균 지원규모의 5배에 가까운 정부지원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정부지원의 차이에 따른 마을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수준도 마을의 발전수준에 따라 많은 차이를 나타나게 되었다. 예를 들

어 마을당 평균주민의 自負擔額은 221만7천 원이었으나 기초마을은 

248만8천 원, 자조마을은 169만6천 원, 자립마을은 319만2천원으로서 

자립마을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수준이 높게 나타나 있었다.10) 

  그러나 자립마을의 경우 정부지원 규모가 늘어난 만큼 주민의 자발전

인 참여가 늘어나지 못 하여 마을당 총 투자액 중 주민의 자부담비중은 

여타의 마을에 비하여 오히려 더 낮았다. 당시에 전국 마을당 평균 자부

담비중은 거의 82%에 도달하고 있었으나 자립마을의 경우에는 60%에

10) 자료출처: 새마을운동10년사 자료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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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었다. 이와 같이 자립마을 주민의 자발적

인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된 것은 그 근본요인이 주민의 참여의욕

저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소득증대를 위한 계획성이 있는 방향적 지

시가 결실되어 있었다는데 있었다. 따라서 1974년부터 마을의 입지여건

과 특수성 그리고 부존자원의 종류와 양을 감안하여 마을 유형별로 소득

사업의 개발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마을 주민들이 자기 마을의 적성에 

알맞은 사업을 개발하고 실천계획을 세워 이를 자율적으로 추진하여 나

가도록 지원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마을개발을 할 때 資金供給, 농산물의 系統販

賣, 食糧增産, 조합원의 福祉增進, 생산자재의 適期供給 등 여러 면에서

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데 전체 참여 농가를 서로 다른 상황에 따라 차별

적으로 지원한 것이다. 참여농가는 많았는데 그들의 연령, 속하고 있는 

지대, 영농규모가 모두 달라 그들의 차별적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였다. 예컨대, 中山 間 地帶에 있는 농가가 여러 면에서 

어려워 資金供給, 농산물의 系統販賣, 食糧增産 등 사업은 지원을 제일 

많은 받은 반면 都市近郊의 농가는 도시와 가까워 경제의 발전단계 면에

서 보면 여타 지대에 비해 앞서는 단계에 속하고 있으니 상대적으로 받

았던 지원이 적었다. 영농규모별로 보면 900평 미만의 농가가 발전의 

최초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받았고 9000평 이상 규모의 농가

에게 지원을 적게 주었다. 이러한 농가의 상황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지원한 것은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었고, 농가는 실질적으로 필

요한 지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새마을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에 기여하였다.

  새마을운동의 추진사업을 꾸준히 한 마을에 대하여 다른 마을의 모델

이 되도록 1973년부터 이들 마을을 뽑아 시범마을육성사업이 시작하였

다. 당시의 전국의 138개 군당 한 마을을 선정하였으나 1974년에 제주

도를 제외한 여타의 도당 자조마을 및 기초마을 중에서 각 한 마을씩 추

가적으로 선정하여 총 154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

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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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육성대상마을에 대하여 훈련받은 농촌지도자를 마을에 상주하도록 

배치하여 농가의 경영실태와 마을자원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을주

민과 함께 농가별 營農改善計劃과 마을綜合開發計劃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여 나가도록 지도와 지원을 하였다. 이와 아울러 새로운 農業品種

과 技術을 우선적으로 도입과 보급하여 마을주민의 농업기술수준을 독농

가의 수준으로 올리는 한편 마을주변의 遊休資源을 활용하여, 非農産業

을 발전하여 이를 所得化 하도록 지원하였다. 다음 차트<1>12)을 통하여 

시범마을의 소득증대 속도가 다른 마을보다 빠르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다. 일반 마을에 비하여 시범마을의 농가소득이 더 크게 늘어나

게 된 주요인은 시범마을의 경우 주민에 대한 꾸준한 교육을 바탕으로 

重點育成을 통하여 농업기술의 혁신에 의한 食糧作物의 增産, 그리고 畜

産·果樹·원예 등 성장농업발전이 더욱 촉진되었다는데서 찾을 수가 있

었다. 그리고 시범마을의 육성사업은 또 농민의 태도변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힐 수가 있었다. 시범마을의 경우 농업에 만족하

는 농민이 61.4%, 농업기술교육에 자주 참여하는 농가가 62%에 도달

하였다. 그러나 일반마을의 경우에는 농업에 만족하는 농민은 49.4%, 

농업기술교육에 자주 참여하는 농가가 39%, 새로운 농업기술을 早期受

用하는 농가도 36.3%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11) 새마을운동10년사. PP. 438-443.  
12) 1972년의 농가소득은 100으로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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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目 새마을敎育

  새마을운동은 한국역사 상 전례가 없는 혁명적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마을주민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도자도 경험이 없었다. 새마을운동의 指

導者育成과 마을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새로운 교육체제가 필요

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새마을교육이 탄생되었다. 

  새마을교육이란 새마을운동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영속적으로 전 국

민을 새마을정신과 기술에 숙달한 인간으로 육성함을 말한다.13) 새마을

운동의 정의에 따르면 새마을교육은 예전의 교육에 비하여 세 가지 특별

한 점이 있다. 첫 번째, 전 국민, 두 번째, 새마을정신, 세 번째, 기술이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새마을교육은 일부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교육이었다. 이 점에서 예

전까지의 어떠한 교육과도 달랐다. 남자나 여자나, 어른들도 아이들도, 

지위가 높은 자도 낮은 자도, 시골에서나 도시에서나 어디서나 관계없이 

실시되는 것이 새마을교육이었다. 그리고 새마을교육은 새마을정신으로 

武裝된 人間意識革命을 위한 교육이었다. 새마을교육의 정신적 목적은 

나태상태에 빠진 국민을 勤勉·自助·協同의 정신을 갖는 새 인간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교육은 기술교육에 力點을 두어

야 한다는 것이었다. 새마을운동이 진행한 당시의 사회가 과거와 달리 

기술혁신의 시대이었다. 그러므로 영농기술이나 건설기술을 갖고서는 가

난을 극복하고 소득을 증대하고 풍요한 사회를 건설할 수가 있다는 것은 

새마을교육이 추구하는 것이었다. 

  새마을교육의 구조도 예전의 교육과 달랐다. 새마을교육의 기본구조는 

다섯 가지 내용을 강조하였다. 첫 번째, 主體性의 原理이다. 새마을교육

은 民族中興과 自主性確立을 강조하였다. 이 점의 강조를 통하여 한국 

국민을 역사적 현실 속에 뚜렷한 국가관을 확립한 民族自尊의 主體性과 

自主意識을 가진 주민국민으로 육성하였다. 

  두 번째, 生産性의 原理이다. 새마을운동은 잘 살기 위한 운동으로서 

13) 새마을운동10년사. P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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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을 증대하여야 한다. 생산성의 강조는 산업의 발전에 따라 사회가 

요구하는 유능한 사회건설의 役軍을 배출하는 것을 뜻하였다.

  세 번째, 有用性의 原理이다. 창의적인 실무기법의 연마로 직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쓸모가 있는 인간을 양성한다는 것이었다. 공허한 

이론만 아니라 실용적인 학문이 존중되는 근대화의 이념에 근거를 두었

다. 

  네 번째, 地域性의 原理이다. 1970년대의 한국은 개발도상국이었고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는 지역사회의 문화수준, 생활수중의 향상과 그 

개선을 위하여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사회교육과 責務 역시 막중한 것이

다. 그리고 새마을교육의 확산발전이 사회교육과 밀접한 상호연관성이 

있었다. 

  다섯 번째, 合理性의 原理이다. 새마을교육의 연수교육과정을 구성하

는데 있어 새마을운동의 이념, 목표에 관한 사회 철학적 입장, 현실사회

의 사회학 조사 등에 근거하여 교육내용을 선택하는 문제, 내용 자체의 

계통성, 관련성 등 고려하여 선택된 내용을 조직하는 문제, 연수교육에 

참가하는 교육수준, 흥미 및 노력의 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직되

었다. 

  새마을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농림부 전 장관인 K모

씨에게 농림부에서 작성한 농촌지도자 교육계획에 대해서 논평하면서 박

정희 대통령의 농촌지도자 교육구상을 말한 적이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

은 “농촌개발을 위해서 평생을 비치겠다는 정신교육을 시키는 계획을 

다시 세워보라”는 지시를 하였다.14) 새마을교육의 진행방식은 일반 학

교교육과 매우 달랐다. 새마을교육은 일반 교과목의 편성보다는 연수생

활에서 더욱 뚜렷하였다. 특히 새마을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 한국 각지

에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을 설립하게 되었고, 새마을운동을 추진할 수 있

는 새마을운동 현장지도자를 육성하였다. 새마을지도자연수원에서 연수

생들은 기술적 측면의 지식을 연수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지만 지도자의 

의식 및 태도를 전환하기 위하여 정신적 교육과정을 더 많이 연수하였

14) 박진환, 새마을敎育의 回顧와 方向, 새마을敎育의 決定要因, 第2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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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원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의 정규과정의 교과목을 살펴보면 다음 차

트<2>와 같다. 

  그림으로 보듯이 모든 과정 가운데 정신적 개발 수업은 차지한 비율이 

가강 많았다. 그리고 새마을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았던 연수생들을 대상

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새마을교육을 통하여 다른 면보다 

‘정신적 계발을 받았다’는 답을 응답한 연수생이 제일 많았다. 구체적

인 통계결과는 다음 표<3>과 같이 나타났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새마을운동은 역사상 처음이던 운동으로서 전통

의식이 강한 한국 국민에게 정신적 교육을 시켜 정신적 개발을 하지 않

篤農家硏修生 제1 및 제3기생의 새마을교육에 대한 반응
교육 받은 소감 제1기생 제 3기생

정신자세 면에서 효과가 크다 121명 139명
영농기술습득면면에서 효과가 크다 0 0
무응답 19 1
계 140 140
출처: 새마을지도자연수원, 1975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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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성공할 수 없는 운동이다. 특히 새마을운동을 시작한 점화단계에서 

마을주민에게 교육부터 선행하여 나중에 시작한 각종 새마을사업의 효율

성을 높이었다.15) 

第3節 새마을運動의 成功要因과 事例

  새마을운동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후에 새마을운동의 성공요인에 대

하여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였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의 과정에서 많은 

성공사례도 발견되었다. 본 절에서 새마을운동의 성공요인과 성공사례를 

요약하고 다음 장부터 설명할 중국의 新農村建設의 유용한 경험이 되도

록 한다.

第1項 새마을運動의 成功要因

  새마을운동의 성공요인을 주로 여섯 가지 요인으로 요약할 수 있

다16). 첫 번째는 한국 국민의 자각이다. 한국 국민이 예전부터 숙명적인 

관념이 있었지만 새마을운동의 「하면 된다」는 의지력을 통하여 생활태

도를 변화시켜 자기충족의 길을 추구하게 되었다. 두 번째는 동기부여의 

자극이다. 새마을운동 초기의 새마을 가꾸기 사업을 통하여 기간산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수요창조효과를 증대시키고 농촌 주민들에게 강한 동기

를 부여하였다. 세 번째는 새로운 유형의 교육체제도입이다. 새마을운동

은 의식적인 관념에서, 생활태도 면에서, 그리고 생산기법 면에서 추방

하기 위한 민중적인 실천운동으로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론추구방식

의 교육 앞서 사실문제 해결방식의 교육제도를 채택한 것이다. 네 번째 

상황적합적인 지원제도의 운용이다. 새마을운동은 한국마을의 발전상황

을 고려하여 3단계로 구분되었던 기초마을, 자조마을, 자립마을을 각 마

을의 발전 단계에 맞게 지원하였다. 다섯 번째 집념에 찬 지도력의 발휘

15) 박진환, 새마을敎育의 回顧와 方向, 새마을敎育의 決定要因, 第2章.
16) 내무부(1980), 새마을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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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새마을운동은 잘 살기 위한 운동으로서 정권과 정당을 추월하여 

추진되어야 할 영속성의 운동이었다. 이와 같은 계승가능성은 중심적 지

도력을 구심으로 한 원심적인 자위지도력이 縱橫聯關 構造的으로 한국적

인 패턴으로 정립된 가운동 주민조직은 물론이려니와 社會體 단위의 기

능적인 역할을 통한 활동체계가 나름대로의 유형을 이루게 되었다.17) 

특히, 마을현장의 지도자는 헌신정신으로 강한 지도력을 발휘하였다. 여

섯 번째, 독특한 復次的인 추진방식이다. 새마을운동 중의 마을은 오늘

날의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한 회계연도에서의 이익잉여금을 다음 회계연

도의 경영 사업에 투자하여 나중에 더 큰 수익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復

次的인 추진방식은 새마을운동이 단 기간 끝나는 일시적 운동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 가능한 운동을 만들게 되었다. 마을개발의 善循環이 형성되

었고 마을주민에게 새마을 협동정신을 강조하였다. 

  앞에서 요약되었듯이 새마을운동의 성공요인은 주로 여섯 가지가 있었

다. 이 여섯 가지 요인 가운데 어느 한 요인을 단독적으로 적용하면 새

마을운동은 성공할 수가 없었다. 새마을운동의 성공은 이상 다섯 가지 

요인들은 서로 연관하여 상호 적용한 결과이었다.

第2項 새마을運動의 成功事例

  포항시 기계면에 文星里라는 마을이 있다. 文星里는 새마을운동의 모

범마을로서 박정희 대통령의 순시를 받았다. 현재 文星里의 입구에서 박

정희 대통령순시비와 새마을운동발성 기념비가 설치되어 있다. 1960년

대 새마을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文星里의 인구가 50호도 미만이었다. 

인구가 적을 뿐만 아니라 기타 경제여건도 열악하였다. 文星里 전책면제

의 67%는 산지이며 平均傾斜는 10-15도이며 상습적 한해지역이었다. 

마을 주민의 학력수준을 보면 대부분 國卒이하이었고 中卒이상은 5%도 

미만인 19명이었다. 이러한 열악한 경제조건 하에 교육수준이 낮은 文

星里 주민들은 나태하였고 생산의욕과 진취성이 약하였다. 

17) 새마을운동10년사 제6장 PP. 59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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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한 文星里의 발전시발점은 새마을운동이 공식적으로 점화되기 전

인 1960년대 중반이다. 1964년 홍선표라는 文星里 주민은 文星里 동장

으로 임명되었으면서 개발 사업을 착수하였다. 먼저 文星里 주민들은 잘 

살 보려는 의욕이 없이 나태상태에 빠져 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신개혁을 추진하였다. 홍선표는 文星里의 개발을 착수한 후의 첫 운동

은 “놀고먹는 사람 없애기”운동이었다. 이 운동이 시작된 후에 文星里

의 주민들 가운데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양수장건설에 참여하였

다. 양수장건설 사업은 주민들을 모두 단결시켰고 양수장이 설치된 후에 

지하수가 확보되어 文星里지역 한해문제의 해결에 큰 도움이 되었다. 

1967년 봄부터 시작된 文星里의 마을개발 사업은 양수장건설 사업, 뽕

밭 조성 사업, 양계 사업 등이 포함되었고 성과적으로 쌀 생산량은 

1967년 40톤에서 1971년 120톤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1970년에 뽕밭

에서 700만원, 양계에서 120만원의 소득증대 효과를 가져왔다. 개발운

동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홍선표의 의견에 반대하고 다른 주민들을 선동

한 주민도 있었지만 양수장 설치 사업이 잘 되었고 양수장 설치 사업의 

성과는 나태상태에 빠져 있었던 文星里 주민들을 자각시켰다. 그 이후에 

주민들은 홍선표의 의견에 잘 따라 갔고 협동이 잘 되었다. 

  1970년 박정희 대통령 공식적으로 새마을운동을 제안한 후에 文星里 

뿐만 아니라 전국 33267개 동리에서 전개되었다. 정부 측은 마을당 

335포대의 시멘트를 지원하고 마을 자체적으로 새마을운동을 계획하여 

추진하도록 하였다. 文星里도 시멘트를 받고 마을개발 사업을 추진하였

다. 1970년 10월 농한기에 文星里에서 받은 시멘트를 이용하여 도로확

장 사업을 진행하였다. 도로확장 사업은 가장 큰 난점은 도로를 확장할 

때 마을 주민의 토지를 占用하여야 하는 점이다. 홍선표는 점용된 토지

의 地主들에게 자신의 토지를 回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地主들은 그

의 행동으로 감동을 받고 도로확장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도로

확장 사업은 리어카가 마을 주민의 집 마당까지 들어갈 수가 있게 만들

어 주었고 1970년대 후반에 진행한 營農機械化 사업의 기반이 되었다. 

이들 사업은 물론 정부의 시멘트 무상 지원이 있었지만 정부의 무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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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체 사업의 비용을 커버할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사업을 자체기금

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위하여 주민들은 절미운동, 마을금고 

설치, 소요자재공동구입 등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하여 재원을 마련하였

다. 결과적으로 文星里에서 추진하였던 사업의 실적을 보면 시멘트 335

포대 등 10만 9,200원의 정부지원을 받았지만 67만 6,330원의 자체부

담을 더하여 9개 사업을 통하여 약 50배의 성과를 거두었다.18)

  文星里에서 새마을운동을 먼저 시작할 수가 있었던 원인은 앞에서 언

급한 홍선표 지도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었다. 홍선표는 文星里의 새마

을지도자이었다. 새마을운동의 마을발전은 마을주민의 혁신과 변화의 문

제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새마을지도자의 리더십이 변화의 선도적인 역할

을 하였다고 볼 수가 있었다. 홍선표는 文星里 새마을운동의 혁신자이며 

동시에 마을변화의 촉진자이었다. 그의 의견에 따라 가 文星里의 주민들

이 새마을운동은 동참하게 되었다. 홍선표의 역할은 주민들의 구심점이 

되어 마을의 단결을 공고히 함으로써 새마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를 증

대시켰고, 주민들이 상호 간의 의사소통과 相扶相助 등 상호작용의 媒介

的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그러므로 홍선표의 영향 하에서 文星里의 주

민들이 그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커 마을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게 되었다. 

  文星里의 새마을사업은 잘 된 후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정부의 물

적 지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현장방문에 의한 지도, 홍보 영상물 제작, 

포상, 마을 간 경쟁, 새마을교육 등과 같은 무형적이고 정신적인 지원이 

작동하였다.19) 그리고 마을발전단계별 차별적 지원전략으로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마을 간 경쟁을 효율적으로 유도하였다.

  文星里의 사례로 새마을운동의 성공요인을 살펴보면 文星里 주민들의 

자각으로부터 시작하였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참여의 동기가 유도되

었고, 새마을교육을 통하여 주민의 영농기술을 성숙시켰고 勤勉·自助·

協同의 정신을 양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초기 단계의 사업을 잘 된 후에 

정부의 차별적 지원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홍선표 지도자의 강한 지도력

18) 임한성 외 1명, 새마을운동의 서공요인에 관한 사례연구, P 13.
19) 상동,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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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휘하여 文星里의 새마을운동의 지도하였다. 즉, 文星里의 사례를 

통하여 새마을운동의 성공요인은 단독적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상호작

용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出捕里는 충청남도 당진시 대호지면에 있는 里이다. 出捕里도 새마을

운동시기에 운동이 잘 된 사례이다. 새마을운동은 마을을 기업으로 간주

하였고 새마을 지도자는 기업의 최고경영자로 볼 수가 있었다. 앞에서 

설명한 文星里의 홍선표 지도자가 기업 최고경영자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文星里의 성공을 일으켰는데 出捕里도 마찬가지로 임광묵 새마을지도자

의 지도하에서 새마을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出捕里의 사

례를 보면 복차사업을 통하여 큰 성과를 얻었다.20)

  出捕里는 대통령하사금이라는 정부 무상 지원을 받았고 소하천 사업을 

추진하였다. 出捕里는 120만 원의 정부 무상 지원금을 받았고 마을주민

들은 120만 원의 20%를 복차사업기금으로 확보하기로 결정하였다. 총 

공사금액의 20%를 공사비 가운데 노동임금부분에 대하여 계산하면 총 

노동임금의 25%가 되었다. 이렇게 하여 소하천 사업에 참여하는 마을주

민들은 자신이 벌어들인 노동임금소득의 25%를 마을공동기금으로 출자

하게 되었다. 이 마을공동기금은 새로운 소득사업에 투입되었다. 새로운 

소득사업의 열매를 각자의 출자만큼 배당을 받게 되었다. 배당 분배의 

방식은 현대 주식회사와 비슷하였지만 사업 결정을 위한 투표하였을 때 

출자의 금액과 관계없이 마을주민총회에서 1인 1표의 원칙에 따랐다. 

그러므로 出捕里 마을주민들은 1차 소하천 사업에 참여를 통하여 마을

공동체사업에 참가할 뿐만 아니라 복차사업에 출자를 통하여 마을 사업

에 적극적 참여하게 되었다. 소하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出捕里

는 1975년에 복차소득 사업에 대한 마을회의를 열려 소하천 사업에서 

파생된 석화양식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사업과 사업을 

서로 연결하여 復次的으로 새마을운동을 추진하였다. 

  새마을운동에서 새마을 사업을 잘 추진하던 마을은 이상의 文星里와 

出捕里 외에도 많이 있었다. 이들 마을의 주민들은 자기 마을에서 추진

20) 한도현(2013), 새마을운동의 선순환적 확대재생산, 새마을운도 재조명, PP.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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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많은 성공한 마을을 조성하였다. 이들 

마을을 합쳐 성공한 새마을운동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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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 章

中國의 新農村建設

  2005년 10월 11일에 北京에서 열린 中國共産黨 第16回 中央委員會 

第5次 全體會議는 「第11次 中華人民共和國 國民經濟 및 社會發展計劃

에 관한 建議」(이하 「建議」라고 함)를 통과시켰다. 「建議」에서는 

“社會主義 新農村을 건설하는 것은 우리국가의 역사적 任務이다”라고 

하였다.21) 2006년 3월 16일에 열린 第16回 全國人民代表大會는 「建

議」를 받아들여 新農村建設은 國策이 되었다. 

第1節 新農村建設의 背景

  2002년에 湖北省 監利縣 棋盤鄕의 李昌平 黨書記는 당시의 朱鎔基 國

務院總理에게 “나는 총리에게 참말을 한다”라는 제목으로 公開狀을 써 

보냈다. 이 公開狀에서 李昌平 書記는 “농민은 고통하고, 농촌은 빈곤

하고, 농업은 위험하다”라고 하였다. 농촌문제의 심각함은 중국 최고지

도층의 주목을 받았다. 新農村建設은 낙후된 농촌을 발전시키는 목적으

로 출발하였다. 國家統計局 자료에 따르면 新農村建設이 시작된 2005년

에 농촌의 면적은 중국 전체 땅의 57.6%를 차지하였고 농촌인구는 7억 

3,700만 명이었다. 가난한 농촌은 이미 중국의 국민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있어 걸림돌이 되었다. 

第1項 歷史的 背景

  제2차 세계대전 후 社會主義陣營과 資本主義陣營은 서로 대립한 冷戰

期에 진입하였다. 國共內戰에서 승리된 中國共産黨이 건립한 中華人民共

和國은 社會主義國家로서 社會主義陣營에 가입되었다. 당시의 최고지도

21) 「건의」 제3장, 제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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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毛澤東은 제3차 세계대전은 피할 수가 없다고 잘못 판단하여 다른 

분야보다 우선적으로 중공업과 군사공업을 발전시키라고 지시하였다. 특

히 大躍進時期(1958∼1960)에 비현실적인 超英赶美22)口號가 제출되어 

중국의 모든 자원을 이용하여 철강생산량을 늘렸으며 그로 인하여 농업

은 파멸적인 타격을 당하였다. 1978년 毛澤東이 사망한 후에 중국의 최

고 권력을 장악한 鄧小平은 毛澤東의 잘못을 고쳤지만 중국의 경제를 빠

른 시간 내에 성장시키기 위하여 역시 공업을 우선하는 발전정책을 채택

하였다. 공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農業稅의 징수를 통하여 국가

재정을 확보하였고 공업에 보조하였다. 또한 중국의 농산품가격의 결정

방식은 시장의 수급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부의 과다 개입에 의함이 일

반적이었다.

  1958년 6월 3일의 중국 全國人民代表大會는 「農業稅徵收條例」를 

통과시켰다. 그 때부터 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농업을 통하여 소득이 

있는 자는 수확 농산품의 일정 비율을 현물로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게 

되었다23). 農業稅의 징수는 공정하지 않았다. 전 세계 농업생산과정에서

의 農業稅를 징수하는 국가는 거의 없었다. 다른 국가에서는 농산품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부가세 등 세금을 징수하지만 중국의 農業稅는 단순

히 농업에 대하여 징수하는 세금이다. 또한 중국은 1980년대부터 개인

소득세를 징수하기 시작하였는데 월 소득 800위안 이상의 개인에게 개

인소득세를 징수하게 되었지만 農業稅는 농민들의 소득과 농산품의 수확

량과 관계없이 부과되고 있었다. 1950년대 징수된 農業稅는 화폐로 환

산하면 정부재정수입의 11.2%를 차지하였고24) 2001년에 징수된 農業

稅는 총 481.7억 위안, 전체 세수의 3.2%를 차지하였다. 農業稅의 징수

로 공업발전에 필요한 자금이 조달되었지만 농민들의 소득을 감소시켰고 

농민들의 농업생산의욕을 감소시켰다.

  발전 초기의 중국의 또 하나 농업을 착취하여 공업에 보조한 수단은 

22) 超英趕美: 대약진시기 毛澤東은 제출한 “중국의 공업은 3년 내에 영국을 추월하여 미
국을 추격한다”는 비현실적인 극좌운동이다.  

23) 農業稅徵收條例 제1장 3조, 제 2장 6조. 
24) 李先念 재정부장, 1959년 정부결산 및 1960년 정부예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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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工鋏狀價格差(price scissors)이었다. 農工鋏狀價格差란 공산품의 가

격을 본래의 가치보다 높게 측정하는 반면 농산품의 가격을 본래의 가치

보다 낮게 측정하여 서로 거래하는 것이다. 이것은 주로 국제거래를 할 

때 공업국(선진국)이 농업국(개발도상국)을 제약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計劃經濟時期에 故意的으로 농산품 價格上限制를 이용하여 

농산품의 가격을 억제하였다. 이렇게 되면 자원 및 노동력은 농업 분야

에서 공업 분야로 유입되었다. 이러한 農工鋏狀價格差로 인하여 농업과 

공업의 발전 수준의 격차가 커졌다. 농촌과 농업에 투자를 통하여 얻을 

수가 있는 수익률이 매우 낮아 우수 자원 및 인력은 모두 농촌을 떠나게 

되었다. 1980년대 이전에는 농민들의 自由流動이 금지되어 있었으니 농

민이 농업으로 생계가 어렵더라도 농촌을 떠나는 현상은 거의 없었으나 

1980년대 이후 정부는 도시화건설 과정에서의 노동력부족문제를 보완하

기 위하여 농민들이 도시로 이동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었다. 그 때부터 

보다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하여 많은 농민들이 농업을 포기하기 시작하였

다. 國家統計國 河北省調査總隊의 조사에 따르면, 도시에서 취업하는 농

민들은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보다 훨씬 더 높은 소득을 받고 있었다. 

그러므로 농촌 청년 노동력의 유출이 계속 증가하여 왔다. 중국정부가 

농업과 농촌발전을 억제한 정책을 취한 이유는 20세기 중반의 역사적 

배경이 있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와 당시의 역사적 배경은 이미 사라져

버렸다. 농업은 공업을 보조한다는 시절이 이미 지났고 공업이 다시 농

업에 反哺하여야 한다는 시대가 돌아왔다. 

    중국의 농촌문제는 하루 이틀 동안 형성된 것이 아니다. 매 번 중국

정부도 농촌문제의 해결을 시도하였다.  鄧小平政府는 文化大革命 이후 

붕괴할 뻔한 중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計劃經濟 외에 농촌지역에서 일

부 非國有經濟體의 존재를 許容하였다. 이것은 鄕鎭企業이다. 

  鄕鎭企業이란 農村集體經濟組織이며, 농민이 투자하고 鄕鎭에서 농업

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이다. 중국의 鄕鎭기업은 多型式, 多

種類의 合作企業과 個體企業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모든 鄕鎭企業은 다

섯 계층으로 분류되었다. 等級의 上에서 下로 나열하면 鄕鎭辦企業, 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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辦企業, 農民聯英合作企業, 其他合作企業, 個體企業 등 있다.25) 1980년 

이후 鄕鎭企業은 농촌지역의 천연자원과 국가정책을 이용하여 크게 발전

하였다. 그리고 鄕鎭企業은 농촌지역의 剩餘勞動을 흡수하고 농촌지역의 

경제번영과 농민들의 물질적 생활수준의 제고에 기여하였다. 1990년대

까지 鄕鎭企業의 繁榮을 보고 중국정부는 鄕鎭企業이 중국농민들은 가난

에서 벗어나 부유하여진다는 必須的 길이며 중국 국민경제의 중요한 支

柱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鄕鎭企業의 발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생겼다. 첫 번째, 

發展環境의 문제이다. 특히 중국의 中部와 西部 경제가 발달되지 않는 

지역에서 더 그렇다. 鄕鎭企業은 금융대출, 기업융자 측면의 곤란함은 

이미 鄕鎭企業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 두 번째, 企業構造의 형태문제

이다. 중국의 鄕鎭企業 간의 산업, 생산품 매우 유사하다. 기업 간의 無

秩序 경쟁현상이 흔히 볼 수가 있다.  셋 번째, 지역 간 발전의 불균형

문제이다. 鄕鎭企業의 발전으로 인하여 東部와 中西部 간의 발전 격차가 

더 확대되었다. 鄕鎭企業은 농민의 투자로 성립된 기업이지만 주로 中小

城鎭에 있다. 투자한 농민들은 일정 정도의 소득증가 효과가 있었지만 

전체 농촌의 변혁을 조래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단순한 鄕鎭企業으로 

중국 농촌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缺陷이 있다. 중국 농촌의 본질적 변

혁을 추구하기 위하여 鄕鎭企業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더 전면적인 농촌

개발운동이 필요하다. 

第2項 經濟的 背景

  回良玉 國務院副總理는 中共中央黨校의 新農村建設課程에서 연설을 하

였다. 그의 연설내용에 의하면 중국의 농촌문제는 경제적 측면에서 주로 

여섯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26) 

  첫 번째,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득 및 소비 수준의 격차이다. 改革·

開放 이후에 농촌 주민의 소득은 계속 증가하여 왔지만 증가의 속도가 

25) 中華人民共和國鄕鎭企業法
26) 回良玉, 貫徹中央加强“三農”工作的重大部署, 確保社會主義新農村建設有良好開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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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주민의 소득증가 속도에 비하여 분명히 낮았다. 新農村建設이 시작

된 2005년 國家統計局의 수치에 의하면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득 비율

이 3.2:1로 확대되었다. 중국인구 가운데 70%를 차지하는 농민들은 전

체 소비상품 중 1/3미만의 상품만 소비하였다. 종합적으로 설명하면 소

득 몇 소비 측면에서 농민들은 도시 주민에 비하여 적어도 10년 이상 

낙후되어 있다. 

  두 번째, 도시와 농촌 간 사회사업의 발전수준의 격차이다. 중국 전체 

땅의 절반 이상 농촌지역이며 70%의 인구가 농민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의 교육비 자원의 25%만, 공공의료자원의 23%만 농촌지역과 농민들에

게 배분되고 있다. 교육자원과 의료자원은 인간의 필수품이다. 문화사업 

등의 보다 고급의 사회사업 면에서 농촌이 낙후되는 정도가 더욱 심하

다.

  세 번째, 도시와 농촌지역의 기초시설 건설의 격차이다. 2004년까지 

國務院 각 部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46%의 농촌지역은 수돗물이 없었고, 

4%의 농촌지역은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가 없었고, 7%의 농촌지역

에 有線電話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2011년에 약 70%의 농촌지역은 하

수도가 있고 심한 냄새가 없고, 전염병을 전파한 위험이 거의 없는 無公

害化粧室이 없고,27) 人糞을 처리할 수가 있는 시설이 없었다. 

  네 번째, 도시와 농촌 간의 재정지출의 격차이다. 근년에 농민, 농촌, 

농업에 관한 이른바 三農支出은 계속적으로 증가하였지만 동기 재정지출

의 증가 속도보다 낮았다. 國家統計局이 발행된 中國統計年鑑에 따라 

1990년부터 2004년까지 三農問題에 대한 재정지출의 절대적으로 증가

하여 왔지만 전체 재정지출에서 차지한 비율은 1990년부터 1994년까지

는 약 10%, 1995년부터 1997년까지는 약 7%로 떨어졌고 2000년부터 

2004년까지는 7%정도에 유지되고 있다.

  다섯 번째, 銀行과 與信專門機關의 대출의 격차이다. 오랫동안 농촌자

금은 도시로 대량 유출되었다. 농민들과 鄕鎭企業이 대출을 받기 곤란함

은 농촌경제의 발전을 제약하는 문제가 되었다. 2005년의 조사결과에 

27) _____, 농촌환경위생건강에 관한 조사, 응용예방의학, 2012년 제 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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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농업에 대한 대출이 금융기관의 전체 대출의 7.8%만 차지하였고 

鄕鎭企業의 대출은 전체대출의 4.4%만 차지하였다. 이러한 낮은 대출수

준은 농업과 鄕鎭企業이 국민경제 가운데서 차지하는 비율에 비하여 매

우 낮았다. 

  여섯 번째, 도시와 농촌 간 투자의 격차이다. 근년에 도시에 대한 투

자는 급성장하였는데 농촌과 도시 간의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연속 9년 동안 농촌고정자산의 투자증가율이 

도시보다 낮았다. 농촌과 도시 간의 투자액 비율은 1996년의 0.33:1에

서 2005년의 0.18:1로 떨어졌다. 또 하나 문제는 농촌 産業構造의 單一

化이다. 전통적으로 중국농민들은 農繁期에 농사짓고 農閑期에 놀다는 

것은 일반적이었고 농민들의 자유이동이 가능하게 된 후에 처음은 더 높

은 수익을 얻기 위하여 農閑期에 농촌의 청년노동력들이 도시에서 이동

하였다. 도시에서 얻은 수익은 농사짓고 얻은 수익보다 훨씬 높다는 점

을 인식한 후에 자극을 받아 農繁期도 농사를 포기하고 도시로 이동한다

는 현상이 생겼다. 농촌의 청년노동력은 유출된 후 농촌의 생산성이 한 

단계 더 떨어져 현재의 농촌이 小農社會로 후퇴될 우려가 있다. 일부 농

촌에서 청년들은 도시로 이동한 후에 노인들만 농사짓고 수확된 소량 농

산품도 시장에서 유통시키지 않고 자가 소비만 한다. 일상생활의 필수품

은 도시에서 일하는 친척이 보낸 돈으로 산다. 

  2006년에 周孝正 中國人民大學(Renmin University of China) 社會

學科 교수는 首都師範大學(Capital Normal University)에서 강연하였을 

때 “중국의 대도시는 이미 뉴욕을 추월하였지만 농촌이 아프리카보다도 

못 한 수준이다”며 “우리의 도시발전과 공업발전의 과정에서는 농촌과 

농업에 빛을 졌는데 이제 新農村建設로 갚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경제

총량을 보면 중국은 미국에 이어 2위 경제대국이다. 그러나 낙후된 농촌

은 경제대국의 신분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新農村建設을 통하여 

농촌과 도시 간의 경제격차를 해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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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項 地域背景

  그리고 중국의 양극화문제는 都農 간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농촌내부, 

특히 東部沿岸地域과 中西部內陸地域 간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營農條件부터 다르다. 

  위 中國地形圖를 보면 중국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 세 부분은 

階段型으로 형성되어 있다. 첫 번째 계단은 靑海省, 西藏티베트족自治區

가 포함되는 靑藏高原이며. 崑崙山脈, 祁連山脈, 橫斷靑山脈의 西南地域

이다. 藏高原의 평균 해발 높이 4000M 이상이며 이 지역에서 氣候原因

뿐만 아니라 宗敎的, 民族的 갈등이 예민한 지역으로서 이 지역에서 정

부도 自制하고 있다. 

  두 번째 계단은 첫 번째 계단을 제외하고 大興安嶺, 太行山脈, 巫山, 

雪峯山까지의 지역이다. 지역 내에 大型盆地 및 일부산지가 있다. 大型

盆地 내에 작은 平原이 있고 농업생산이 가능하지만 대규모 생산이 어렵

다. 예를 들어, 四川盆地 내에 成都平原 등이 있다. 平原의 주변 산지로

서 농산물의 운송이 불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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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계단은 나머진 東部沿岸地域이다. 이 지역에 넓은 평원이 있

다. 예를 들어, 東北平原, 華北平原, 長江中下流平原 등 중국의 주요 食

糧産地가 있다. 지역에서 대규모 機械營農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다와 

가까우니 해외 간의 교류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現代化된 

농촌이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中國人口分布圖에 따라 중국의 人口分布도 강한 특징이 있다. 

黑龍江省의 黑河와 雲南省의 騰冲 간 직선을 그리면 중국이 東南과 西北

으로 나누졌다. 이것은 지리학에서 “黑河-騰冲 線”이라고 한다. 동남

지역에서는 중국 전체 면적의 43%이지만 94%의 인구가 모여 살고 있

다. 이 지역의 경제발전에 풍부한 노동력을 제고할 수가 있다. 

  요컨대, 중국의 東部沿岸地域은 기후, 지형, 인구 등 경제발전조건의 

모든 면에서 中西部地域에 비하여 좋다. 이러한 차이는 중국 東西部 간

의 거대한 경제발전의 격차가 조성되었다. 中西部의 농민들은 보다 더 

좋은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하여 東部地域으로 취직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한 西部農村의 노동력 유출은 이미 脆弱한 西部農村經濟에 또 하

나의 타격을 주었다. 중국은 都農 간 격차뿐만 아니라 농촌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中西部 農村에 편중하는 경제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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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農村建設은 이러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第4項 新農村建設의 契機

  1980년대부터 중국의 지도층은 都市化率이 낮은 문제에 주목하여 왔

다. 都市化率을 제고하기 위하여 都市化建設을 촉진하였다. 중국의 都市

化建設은 대략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다. 첫 번째 단계는 1980년부터 

2000년이었다. 이 단계에서 대도시의 과대 발전을 피하기 위하여 대도

시의 발전을 제한하였고 중소도시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1990년대 정부

는 농업을 포기한 농민들에게 고향과 가까운 중소도시를 향한 이동을 허

가하였으나 北京, 上海 등 대도시를 향한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

다. 결과적으로 중소도시들의 발전은 번영된 반면 대도시의 발전은 상대

적으로 정체되었고 발전에 필요한 노동력도 부족하였다. 대도시발전의 

정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2005년에 제2단계 都市化建設을 

촉진하였다. 이 단계에서 농민들이 대도시를 향한 이동을 적극적으로 촉

진하였다. 이러한 정책을 실행한 후에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하여 대량

의 청년농촌노동력은 농업을 포기하여 대도시에서 제2차 산업과 제3차 

산업에 종사하게 되었다. GDP至上主義의 관념이 강한 지방정부는 농민

들이 도시로 이동한다는 것은 城鄕人口比率(도시인구 대비 농촌인구)이 

상승된다는 것으로 간주하였고 농민들이 도시에서 높은 수익을 얻은 것

은 농민들의 소득증대로 간주하였다. 농촌노동력의 유출은 오히려 일부 

지방정부가 정치업적을 표방하는 수단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대도시의 

인구급증, 환경악화 등 문제를 생긴 반면 농촌의 인구유출, 농업소득의 

감소, 도시와 농촌 간 발전격차의 확대 등 부작용이 발생되었다. 제2단

계 都市化建設은 오히려 農村消滅運動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잘못을 고

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제3단계의 都市化建設을 시작하였다. 이 단계

에서 정부는 대도시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주변 衛星都市를 같이 발전시

키고 도시와 가까운 농촌의 발전도 일으킨다는 정책을 실행하였다. 즉, 

농촌을 소멸하지 않고 농촌자체가 도시처럼 기초시설이 완비되고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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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정책이었다. 

  제3단계 都市化建設의 목표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은 서로 잘 어울

리는 관계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제1단계 都市化建設과 제2단계 都市

化建設은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발전하여 온 반면 농촌의 발전

을 소홀하였다. 그러므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간 조화로운 관계를 조

성하는 중점은 농촌발전이다. 그러므로 新農村建設이라는 농촌개발운동

은 제3단계 都市化建設이 계기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第2節 展開過程

  新農村建設은 2005년에 제출된 후에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建

議」에서 新農村建設의 주요 목표가 제시되었지만 이들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국가정책을 

실행하는 기관으로서 國務院의 각 部는 中共中央이 제출한 목표를 당성

하기 위하여 각종 정책을 모색하였다. 각 鄕鎭地方政府와 農村現場幹部

들은 上級政府의 요구에 따라 新農村建設을 추진하였다. 중국 각 지의 

상황은 매우 다르기 때문에 같은 중앙정부의 정책이 있더라도 구체적인 

전개과정이 지방마다 다르다. 본 연구를 위한 현장조사는 四川省에서 추

진하고 있는 新農村建設의 전개과정을 대성으로 하고 있다.  

第1項 新農村建設의 目標28)

  앞에서 언급한 「建議」의 제3장 제6절에서 “生産發展, 生活寬裕, 鄕

風文明, 村容整潔, 民主管理라는 요구대로 각 지방의 실질 상황으로부터 

농민들의 바람을 존중하고 新農村建設을 굳건히 추진한다”라고 하였고 

新農村建設의 다섯 가지 목표를 제시하였다.

  生産發展은 新農村建設의 핵심이다. 新農村建設은 농촌경제를 발전시

키는 목적으로 시작된 경제발전운동으로서 生産發展은 新農村建設의 모

28) 新農村建設에 관한 중앙간부 연설문 기록(2008), 중앙당교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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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목표의 물질적 바탕이 된다. 中國共産黨은 마르크스주의를 指導思想

으로 하는 社會主義 政黨이다. 마르크스는 「자본: 정치경제학 비판」에

서 唯物史觀을 제시하였다. 唯物史觀에 의하면 물질적 기초는 下部構造

이다. 新農村建設의 나머지 목표는 上部構造이다. 下部構造는 上部構造

를 결정한다. 농촌의 생산 활동을 활발하게 촉진하여야 물질적인 富가 

풍부하여질 수가 있다. 물질적인 富는 下部構造이고 下部構造를 단단히 

다져야 농촌의 나머지 발전이 가능하게 될 수가 있다.

  生活寬裕는 新農村建設의 최종적 목적이며 新農村建設을 평가하는 기

준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중국은 경제총량으로 볼 때 경제대국이지

만 1인당 소득, 특히 농민들의 소득은 상당히 낮다. 중국의 국민경제 발

전의 가장 큰 利點은 방대한 내수시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의 

대부분 국민은 농민이고 농민들의 소득수준이 낮아 중국의 내수시장과 

통합하기가 어렵다. 1988년 農業部 政策硏究中心(Policy Studies 

Centre of Ministry of Agriculture P. R. C)의 연구에 따르면 현대 중

국사회는 二元社會이다.29) 즉, 농민과 도시 주민 간의 격차가 크기 때문

에 국가는 하나이지만 사회는 두 집단으로 분단되어 있다. 가난한 농촌

은 앞에서 언급한 제3단계 都市化建設 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경제의 지

속적 발전의 걸림돌이 되었다. 그러므로 生活寬裕는 生産發展에 이어 

「建義」에서 제출한 두 번째 新農村建設의 목표이다.

  鄕風文明은 농민들의 個人素養과 정신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중국에서 농민들의 교육수준이나 머릿속에 있는 의식이 도시 주민에 비

하여 한 단계 떨어져 있다. 정부가 바라는 것은 교육을 통하여 농민들의 

학력, 도덕, 의식 등 정신적 수준을 향상시켜 중국농촌에서도 “勤勉, 自

助, 協同”의 새마을정신과 비슷한 “과학을 존중하고, 가정이 평화롭고, 

동네 사람들이 서로 협동한다.”는 사회 분위기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敎育, 文化, 體育 등 여러 가지 측면의 사업을 전면적으로 발전시켜야 

新農村建設은 건전하게 발전할 수가 있다.  

  村容整潔은 농촌의 거주환경을 개선하는 목표이다. 2000년대까지 중

29) 農業部 政策硏究中心(1988), 農村工業化 및 都市化 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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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대도시는 이미 現代化된 반면 농촌의 거주환경이 더럽고, 사회질서

가 혼란스럽고, 건축된 건물이 지저분하다는 것도 현실이다. 앞에서 설

명하였듯이 농촌의 노동력이 농촌을 떠나는 경우는 많다. 농촌의 거주환

경은 개선되지 않으면 생산이 발전되더라도 新農村建設의 主體인 농민들

을 유지할 수가 없다. 村容整潔은 新農村建設의 목표들 가운데 가장 직

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民主管理는 新農村建設의 정치적 보장이며 농민들의 정치적 권리를 존

중한다는 表現이다. 중국사회에 농민과 도시 주민 간의 經濟的 二元性이 

있을 뿐만 아니라 政治的 二元性도 있다. 1958년 1월 9일에 第1回 全

國人民代表大會에서 통과된 中華人民共和國戶籍登記條例에 따라 전체 중

국인을 종사하는 직업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다. 농업, 어업, 

임업 등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農業戶籍으로 등록되고 나머진 

사람들이 非農業戶籍으로 등록된다. 헌법상 最高 權力機關인 全國人民代

表大會의 構成員인 人民代表를 選擧할 때 中華人民共和國選擧法에 따라 

農業戶籍 人民代表의 選擧比率은 非農業戶籍 人民代表의 選擧比率의 

1/4뿐이다. 즉, 농민들의 정치적 권력은 도시 주민의 1/4이다. 이것은 

중국에서 “1/4條款”이라고 한다. 新農村建設의 요구에 따라 농촌현장

의 간부가 1인1표의 기준으로 선거되어야 되고, 인민대표 선거 과정에 

존재하는 “1/4條款”도 漸進的으로 취소되어야 된다. 漸進적으로 농민

과 시민 간의 정치적 권리를 일치시킬 것이다.

第2項 新農村建設의 推進事業

  新農村建設은 中共中央委員會가 제출하고 全國人民代表大會에서 통과

한 國家級 농촌개발운동이다. 農業部, 建設部, 財務部 등 해당 정부기관

은 자신의 職責 안에서 상응한 추진정책을 모색하였다. 이들 추진정책은 

주로 국가지원의 차원에서 新農村建設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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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目 村村通工程

  경제개발을 앞서 기본적인 틀을 구비하여야 한다. 이러한 틀들은 화물 

및 사람을 수송할 수가 있는 도로, 정보를 빠르게 전송이 가능한 통신망 

등이 포함된다. 선진국들에 비하여 중국농촌의 경제적 환경은 많이 열악

하다. 2000년대까지 상당수의 중국농촌지역에 트럭은 통행이 가능한 도

로와 전화가 없다. 이러한 틀들의 부족함은 농촌경제발전에 앞서 반드시 

보완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농촌경제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는 電話工程, 道路工程, TV工程, 電力工程 등 사업을 실행하였

다. 중앙정부의 목표는 國家級 工程을 통하여 道路網과 通信網을 모든 

농촌지역까지 확장하여 농촌경제의 발전의 기반을 단단히 다지다는 것이

다. 道路工程, 通信工程, 電話工程, TV工程을 합쳐 村村通工程

(Extending Road, Radio and TV Broadcasting Coverage to Every 

Village Project)이라고 한다. 

  2004년 1월 16일에 信息産業部는 「部分 省에서 村村通工程을 試行

에 관한 通知」(이하 「通知」라고 함)와 「村村通工程 試行方案」(이하 

「方案」이라고 함)을 발표하였다. 2001년부터 시작된 第10次 經濟開

發5個年計劃은 계획실행기(2001∼2005) 안에 전국 95%이상의 농촌지

역에서 전화를 통하여야 한다고 계획하였다. 이 계획을 완성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2005년 계획기 말까지 4만개 行政村의 電話通信網을 추가

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通知」에서 요구한 것은 추가적으로 설치할 

4만개 行政村의 電話通信網은 2004년 말까지 40%를 완성하여야 하고, 

나머진 60%를 계획실행기 말까지 완성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方

案」에 따른다.

  「方案」에 따르면 농촌지역의 電話通信網은 中國移動通信, 中國聯合

通信, 中國電信, 中國網通(2009년에 中國聯合通信과 합병), 中國鐵道通

信(2008년에 中國移動通信과 합병), 中國衛星通信(2009년에 中國電信

과 합병) 등 「電信條例」에서 규정한 여섯 개 國有 通信公司들은 구역

을 나누어 설치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行政村 마다 적어도 두 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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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電話機가 있어야 하고, 요금미납으로 통신절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 

대는 책임자가 있는 公共電話이어야 한다. 

  「方案」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방법은 우선 전국의 31개 省級 行政單

位는 31개 통신서비스제공지역으로 간주하고 지역마다 통신시설이 구비

되는 수준을 기준으로 등급으로 나누고 어느 通信社가 어느 지역에서 책

임을 지는지를 각 通信社 간 서로 상의하여 결정한다. 두 개 이상의 通

信社는 협조하여 한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투자할 通信

社의 영업수익 기준의 시장점유율의 비율로 투자금액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서 현재 四川省의 통신시장에서 中國移動通信, 中國聯合通信, 中國

電信의 영업수익 기준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23%, 40%, 37%이고 현재 

四川省의 村村通工程은 총 100억 위안의 투자금액이 필요하면 中國移動

通信은 23억 위안, 中國聯合通信은 40억 위안, 中國電信은 37억 위안 

부담하는 방식으로 투자한다. 

  村村通電話工程의 管理體制는 省·部管理이다. 省·部管理란 村村通電

話工程의 중앙정부대표로서 信息産業部는 정책의 제공과 각 지역의 간 

협조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각 省의 通信管理局은 각 通信社 간의 협조, 

工程을 指導 및 推進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工程을 완성한 후의 通

信網運營은 시장행위로서 각 通信社가 회사내규의 따라 실행하는데 「方

案」에 따르면 信息産業部와 각 省의 通信管理局의 개입을 금지하고 있

다. 

  농촌지역의 기초시설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村村通電話工程으

로 설치되는 通信網의 운영비용이 도시통신망의 운영비용에 비하여 높다

는 것은 사실이다. 完全市場經濟의 원리에 따르면 농촌전화의 이용요금

도 높아야 하지만 농민들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方案」에 따라 “농

촌전화의 이용요금은 도시전화의 이용요금을 가격상한으로 정한다”며 

“농촌전화의 이용요금은 도시전화의 이용요금보다 낮게 측정하는 것을 

권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村村通電話工程에 이어 시작된 것은 村村通道路工程이다. 중국에 “부

자가 되고 싶거든 먼저 길을 닦아라”라는 속담이 있듯이 村村通道路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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程은 新農村建設에 매우 중요한 기반 사업이다. 2006년부터 중앙정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1000억 위안의 자금을 투자하여 농촌지역

에서 이미 있는 도로를 넓히고 도로가 없는 지역에서 새 도로를 건설한

다는 村村通道路工程計劃을 발표하였다. 5년 간 연속적으로 1000억 위

안을 투자하므로 村村通道路工程計劃은 “五年千億計劃”이라도 한다. 

중앙정부의 통일한 계획 하에서 2006년과 2007년에 신축한 농촌도로는 

총 30만km를 넘어 1949년에 中華人民共和國이 건국된 시점부터 2005

년까지 총 56년 간 건축된 농촌 도로보다 더 길다. 신축된 도로는 新農

村建設 가운데 교통운송의 기반이 되었다.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하면 村

村通道路工程은 끝난 후에 전국의 90%의 鄕鎭과 80%의 行政村에서는 

시멘트도로 혹은 아스팔트도로가 구비되어야 한다. 第11次 經濟開發5個

年計劃期(2006∼2010) 내에 村村通道路工程의 성과로 투자가 제일 많

은 四川省은 총 400억 위안의 자금을 투자하고 90%의 鄕은 시멘트도

로를 개통하였다30). 2위의 河南省은 278억 위안의 투자를 완성하고 총 

10.1만km의 농촌도로를 신축하였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建議」에서 나온 新農村建設의 목표 가운데 鄕

風文明이라는 것이 있다. 鄕風文明은 물질적 목표가 아니라 정신적 목표

이다. 중국농민들의 정신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물질적 생활뿐만 아

니라 문화적, 정신적 생활도 풍부하여야 한다. TV와 라디오는 농민들의 

문화적 생활을 풍부하게 만드는 제일 효과적인 수단이다. 그러므로 村村

通工程 가운데 중요한 하나는 村村通TV工程이다. 실제로 TV工程은 新

農村建設이 시작되기 전이던 1998년부터 中共中央 宣傳部의 요구대로 

실행하기 시작되었다. 第1段階工程은 2005년까지 완성되었는데 村村通

工程의 개념이 제출된 후에 TV工程도 村村通工程으로 통합되었다. 村村

通TV工程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는 「第11次 經濟開發5個

年計劃의 TV村村通工程計劃建議」를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서 제출한 

村村通TV工程의 목표는 2010년까지 農戶가 20戶 이상의 농촌에서는 

30) 통계는 四川省 三州(凉山州, 阿壩州, 甘孜州)가 포함되지 않는다. 三州는 티베트족이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티베트족의 민족풍습을 존중하기 위하여 三州에서 村村通工程을 
하지 않았다. 



- 44 -

모두 TV신호를 개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총 71만6천6백 개 行政村에서는 TV신호를 개통하여야 하고 총 108억 

위안의 자금이 필요하고 중앙정부의 요구대로 필요한 자금을 國家發展 

및 改革委員會는 부담한다. 기술측면에서 TV신호가 개통되지 않는 농촌

지역은 대부분 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므로 전통의 케이블을 배

치하면 경제적 비용이 매우 높아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러므로 村

村通TV工程은 위성직송의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각 行程村은 위성신호 

수신기를 설치하여 직접적으로 위성신호를 받아 TV시청이 실현된다.

第2目 農民住宅事業

  新農村建設의 또 하나 중요한 기초시설건축 사업은 농민주택사업이다. 

村村通工程은 농촌경제발전을 위한 가꾸기 사업이라고 하면 농민주택사

업은 농민들의 생활수준을 직접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중국 농민들의 주택은 自家建設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은 일반적이다. 즉, 行政村의 자치조직인 村民委員會(이하 “村委會”

라고 함)는 건축용 토지를 농가들에게 배분하고 농가들은 받은 토지 위

에서 자가의 주택을 건축한다는 것이다. 받은 토지는 宅基地라고 하고 

宅基地는 상속이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매도하거나 용도

변경이 안 된다31).  다시 말하면 농가들은 받은 宅基地에 대하여 상속

이 가능한 사용권만 갖지만 완전한 재산권이 없다. 농가의 경제적 능력

의 차이가 있으므로 같은 行政村에 있더라도 건축된 주택의 양식, 면적 

모두 다르고 농가가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건축된 주택은 폭

풍이나 지진에 견디는 능력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통일적으로 계

31) 「中華人民共和國物權法」과 「中華人民共和國土地管理法」에 따르면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이 충족되면 宅基地 사용권양도가 가능하게 된다.

    1. 양도인은 두 개 이상의 宅基地가 있는 경우;
    2. 같은 行政村組織 내부 구성원 간의 양도;
    3. 양수인은 行政村의 내부 구성원이나 택지기가 없는 경우;
    4. 양도행위는 行政村의 허가를 받은 경우;
    5. 宅基地는 토지 위의 건물과 같이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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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하지 않으므로 농촌주택에 대하여 가스수송과 오물배출을 위한 파이프

라인의 설치도 어렵다. 이러한 원인들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無公害化粧

室이 없다는 문제가 생겼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은 농민

주택사업니다. 

  농민주택사업은 크게 보면 두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나는 統籌統

建이고, 하나는 統籌自建이다. 統籌統建이란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통일

적으로 건설한다는 뜻이다. 통일적으로 계획하는 것은 村委會가 주택의 

양식, 위치, 수량 등 통일적으로 계획하다는 것이고 통일적으로 건설하

는 것은 村委會가 디자인된 주택을 건축회사에 맡고 건축회사는 소정한 

위치에서 요구한 양식, 수량의 농민주택을 건설한다는 것이다. 건설된 

주택으로 이주하고 싶은 농민들은 村委會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된다. 統

籌統建 주택의 가격은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택가격에 비하여 매우 싸다. 

예를 들어, 현재 四川省自貢市自流井區의 尖山지역에 있는 統籌統建주택

의 가격은 약 1000-2000위안/㎡이나. 自流井區의 신축된 아파트가격은 

적어도 5000위안/㎡이다. 統籌統建을 통하여 농민들은 시장가격보다 낮

은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단, 統籌統建주택을 구입하려면 소

유하는 宅基地를 村委會에 반납하여야 한다. 그리고 統籌統建방식으로 

구입된 주택은 원칙적으로 土地使用權證이 있으나 住宅所有權證이 없다. 

중국의 토지는 국가가 소유되므로 주택의 소유권자가 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所有權證과 그 토지의 대한 使用權證을 갖는다. 주택을 양도할 때 

住宅所有權證과 土地使用權證을 모두 제출하여야 법적 절차를 이루어질 

수가 있다. 統籌統建주택은 소유권증이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낮은 가격

으로 구입하나 다시 시장가격으로 매도하는 裁定去來行爲(arbitrage)를 

금하고 있다. 統籌統建은 농민들의 거주환경을 개선할 수가 있지만 농민

들의 전통적 거주형태를 파괴한다. 전통적으로 중국의 농민들은 “一戶

一棟”의 단독주택형식으로 거주하여 왔는데 統籌統建을 실행한 후에 농

민들은 아파트형식으로 살게 되었다. 

  統籌自建이란 村委會가 주택을 통일적으로 디자인하고 농가가 자신의 

宅基地 위에서 주택을 신축한다는 것이다. 주택을 신축하고 싶은 농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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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新築工程이 필요한 자금을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지만 정부가 일정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國家發展 및 改革委員會, 財政部, 建設部의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보조금기준이 每戶 7500위안을 원칙적으로 정하고 빈곤

지역의 농가들에게 추가로 1000위안을 지급한다. 그리고 지역마다의 경

제적 상황이 다르므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이 기준을 변경할 수가 있

게 하였다. 統籌自建은 농민들의 거주생활수준을 제고하는 동시에 전통

적 거주형태를 그대로 보존하다. 다만, 농민들은 자신이 주택을 신축하

여야 하므로 부담하는 비용이 統籌統建방식에 비하여 높다는 단점도 있

다. 

  농민주택공정의 실행은 농민들 자신의 意向을 존중한다. 농민주택사업

을 참여하고 싶지 않은 경우 村委會나 지방정부는 强要할 수가 없다. 조

사결과에 따르면 농민들은 전통적인 단독주택을 더 선호하므로 統籌自建

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다. 하지만 이번 농민주택사업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농민주택사업은 국가의 지원이 있지만 농가가 부담하는 비

용도 있으므로 부담능력이 없는 농가는 참여할 의욕이 있더라도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하나는 농민주택사업의 두 가지 방식인 統籌統建이

나 統籌自建은 村委會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농민주택공정은 鎭 단위

별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추진방식의 결정도 鎭政府가 하는 것이다. 鎭政

府가 하나의 방식을 결정한 후에 이 鎭에 있는 모든 行政村은 그 방식으

로 농민주택공정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한 방식을 결정한다면 다른 방

식을 더 선호하는 농민들의 참여적극성이 낮아질 수도 있다. 

第3目 新農合과 新農保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중국은 二元社會이다. 중국사회의 二元性은 정

치, 경제 또는 사회복지 측면에 모두 존재한다. 사회복지 측면에서 직장

이 있는 도시 주민들은 勞動法에 따라 職工醫療保險(한국의 국민건강보

험과 비슷함)과 養老保險(한국의 국민연금과 비슷함)에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되고 있다. 도시 주민들 직장에서 급여를 받을 때 職工醫療保險料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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養老保險料를 공제한 후 받으므로 누락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농촌에서 

농민들은 직장이 없으므로 의료보험과 양로보험이 없다. 2006년 5월 8

일 世界赤十字日에 山東省 濟南市에서 조사를 실시한 후 나온 신문기사

에 따르면 병원에 한 번 가면 적어도 100위안 이상의 의료비가 필요하

므로 월급 1000위안 정도만 받는 農民工32)들은 병원에 나갈 능력이 없

다.33) 농민들과 도시 주민들 간의 이러한 의료보험 측면의 社會福祉的 

二元性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2년에 中共中央과 國務院은 같이 「農村

의 衛生事業强化에 관한 決定」(이하 「決定」이라고 함)을 발표하여 新

型農村合作醫療保險(이하 “新農合”이라고 함)을 제출하였다. 

  「決定」에 따르면 新農合은 농민들이 병원에 못 나간다는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제도이며, 농민들의 건강수준을 제고하는 것, 도시와 농촌

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 新農村建設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 등에 

중대한 효과가 있다. 정부의 목표는 처음에 일부 농촌지역에서 試行하고 

試行하는 과정에서 정책을 漸進的으로 개선하고 2006년 말까지 新農合

을 시행하는 농촌지역은 전체 농촌지역의 40%이상에 도달하고 2007년

까지 60%로 확장하고 2008년에 전국 모든 농촌지역에서 실행하고 

2010년까지 모든 농민들이 新農合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中國東部의 경제발달지역으로부터 시작하고 가능한 

많은 新農合의 확장 방식을 모색한다. 新農合을 試行하는 과정에서 “自

願, 協同, 公開, 奉仕”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농민들은 가입하는지 가

입하지 않는지를 결정하고 지방정부가 新農合의 보급률을 제고하기 위하

여 가입을 强要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하고, 농민들은 新農合을 많이 

이용하도록 각 지방정부가 많은 설득이 필요하다. 新農合의 확장 결과로 

2004년까지 전국에서 310개 縣級 지방단체가 新農合을 시행하였는데 

총 1945만 戶, 6899만 농민들은 新農合에 가입하였다. 試行하는 縣에

서의 가입비율은 72.6%이었다. 新農合에 가입된 농민들에게 처음에 보

험료를 1인당 200위안을 지원하였고 2012년 이후에 1인당 240위안을 

32) 農民工란 戶籍상 농민의 신분이지만 실제로는 도시에서 노동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民工이라도 한다.

33) “10년 간 병원에 나가지 않은 민공들”, 시나뉴스, 2006년 5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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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게 되었다. 240위안 가운데 200위안을 중앙재정으로 부담하고 

40위안을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으로 나누어 부담한다. 구체적으로 財政

部의 정책에 따르면 40위안은 중앙재정과 省級지방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은 원칙이고 市級 및 縣級 재정은 부담하지 않는다. 중앙재정의 부담

비율은 경제 低 발달된 西部地域에서 80%, 中部地域에서 60%이다. 경

제가 발달되는 東部地域은 모두 지방재정으로 부담한다는 것이다. 농민

들은 매년 60위안만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新農合을 가입할 수 있다. 

  衛生部와 財政部의 요구에 따라 농민들이 新農合을 믿을 수가 있도록 

新農合資金의 관리는 民主化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新農村建設 民主管

理의 목표를 부응하는 것이다. 新農合을 실행하는 行政村에서 민주선거

의 방법으로 新農合資金을 감독하는 사람을 뽑는다. 新農合資金은 단독

의 계좌에서 보관하고 자금을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자금원금과 그의 이

자를 新農合 외의 용도를 쓸 수가 없고 이 모든 과정을 선거를 통하여 

뽑는 사람은 감시하는 권력을 갖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新農合에 가입된 

농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新農合은 농민들의 의료보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농민들에

게 養老問題도 있다. 중국의 전통 농촌사회에서 “養兒防老”의 관습이 

있었다. 즉, 노인들의 생계문제에 대하여 노인의 자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計劃生育”으로 인하여 사회는 고령화가 되었

고 젊은이들의 봉양부담이 커졌으면서 養老保險이 없는 농촌사회에서 

“老無所依”의 사회문제가 생겼다. 농촌에서도 도시의 養老保險 같은 

사회복지제도가 구비될 수 있도록 新型農村社會養老保險(이하 “新農

保”라고 함)을 만들게 되었다. 

  2009년의 國務院 第32號 命令에 의하면 新農保는 개입자금납부, 단

체보조, 정부보완의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노년 농민들의 기본적 생

활수준을 보장하여 주는 목적으로 시작되는 社會養老保險制度이며 중국

의 국가사회보험체제 중에서 중요한 일부이다. 新農保는 다른 商業養老

保險보다 가장 큰 장점은 보험료가 싸다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新農保의 보험료조달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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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① 개인납부: 개인납부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年 100위안, 200위안, 

300위안, 400위안, 500위안 등 다섯 단계로 나누어 있다. 각 지방에서 

경제발전수준을 고려하여 기본단계 외의 다른 보험료 단계를 추가로 설

정할 수가 있다. 높은 단계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나중에 더 높은 양로보

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② 단체보조: 경제적 상황이 좋은 行政村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村委

會의 허가를 얻은 후에 行政村의 행정자금을 이용하여 농민들을 위하여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가 있다.

  ③ 정부보완: 新農保에 적극적인 참여를 자극하기 위하여 지방정부는 

新農保에 가입한 농민들에게 연 30위안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농촌

장애인이 포함된 농촌빈곤자들도 新農保에 가입할 수가 있도록 최저보험

료(연 100위안)를 정부가 대신 납부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新農保는 2009년부터 시작되었는데 2012년까지 기본적으

로 전국의 농촌지역으로 확장되었고 총 4.49억 농민들이 新農保에 가입

하였다. 절대적 수치를 보면 중국에서는 이미 전 세계 최대의 사회보험

시스템이 구비되었다. 新農保의 실행은 중국에 큰 의미가 있다. 

  첫 번째, 농민들의 생활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 新農保에 가입된 농민

들은 60세 이후 매월 55위안의 基本養老金을 받을 수가 있고 시간이 지

날수록 받을 養老金은 점점 증가할 것이라고 계획하였다. 이렇게 농민들

의 노후 생활수준을 보장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의 봉양압력도 

일정 정도 해소할 수가 있다. 

  두 번째, 二元社會의 해소에 기여한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1980년

대부터 중국은 경제의 급성장을 위하여 공업화정책을 실행하였다. 공업

화 과정에서 농촌이 점점 낙후되었다. 게다가 도시 주민들은 여러 가지 

복지제도가 있음으로 인하여 농민들은 점점 중국의 최하층 빈민이 되었

다. 新農保와 앞에서 설명한 新農合으로 의료와 양로 측면에서 존재하는 

농민과 도시 주민 간의 격차가 해소되었다. 이것은 중국사회의 二元性을 

해결하는 첫걸음이며 중국사회의 城鄕一體化의 기반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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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중국의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한다. 오랫

동안 중국 국민소득의 증가속도가 GDP의 증가속도보다 낮았다. 중국 경

제발전의 대외 依賴性이 크고 중국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인건비를 낮추거나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경제의 惡

循環이었다. 2008년 이후 세계경제는 불황에 빠져 중국의 지속적 성장

을 위하여 내수시장을 확대할 수밖에 없었다. 인구의 70% 이상은 농민

이기 때문에 농촌시장은 중국 내수시장의 중요한 일부이다. 농민들은 사

회보장이 없으므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많이 저축하고 

그들의 소비능력이 악화된다. 新農保와 新農合은 농민들에게 미래에 대

한 보장을 주고 그들의 소비능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농민들은 한계소비

성향은 높은 편이기 때문에 新農保와 新農合을 통하여 그들의 실질소득

을 향상시켜 승수효과로 인하여 전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한다.

第4目 農業現代化事業

  중국의 전통농업은 소규모생산, 低 기계화생산 비율, 농산품가격결정

의 정부 과다 개입 등 여려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중국 최고의 사회과학 

연구기관인 中國社會科學院(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국에서 농업의 科學技術轉換率34)이 OECD국가에 

비하여 약 30% 낮고 1인당 생산효율은 캐나다의 1/108뿐이다. 중국은 

農業大國이지만 農業强國이 아니다. 중국을 農業强國으로 육성하기 위하

여 杜靑林 農業部長은 2005년에 中共中央黨校의 新農村建設 幹部硏修課

程에서 농업현대화사업을 제시하였다. 

  杜 部長이 제시한 현대농업이란 科學化, 集約化, 商品化, 社會化 등 특

징이 구비되는 농업이다. 농업현대화는 농산품의 공급을 보장하고 농민

들의 소득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출발하는 것이며 資源利用

效率의 제고를 통하여 실현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농업의 科學化는 현대과학기술을 농업 생산현장에서 이용

34) 科學技術轉換率: 연구기관의 연구 성과가 농업생산현장에서 이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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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의 농업기술투자는 주로 정부투자이다. 財政部

와 農業部는 각 지방정부에 농업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의 증가속도는 반

드시 그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증가속도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그리고 정부투자 외의 사회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

여 정부가 일련 정책을 실행하였다. 예를 들어, 민간의 농업기술연구기

관은 연구 성과가 있다면 특허권을 부여하고 특허를 부여하기 어려운 농

업생산기술에 대하여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일반 기업은 농업기술

개발에 자금을 기부하면 기부금액은 소득세를 계산할 때 공제할 수가 있

다. 그리고 농업기술의 연구를 유도하기 위하여 농산물기업은 연구원을 

설립하면 5년 이내 법인세를 면제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연구

를 위한 실험설비의 구입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해외로 수입인 

경우에 관세까지도 부과하지 않는다. 이들 모든 조치는 농업의 科學化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농업의 集約化란 일정한 수량의 노동력과 자본을 집중적으로 소량의 

토지에 투입하여 농업을 集約的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集約農業은 粗

放農業의 相對槪念이고 자원의 집중적인 투입을 통하여 단위 면적 생산

량을 최대화시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중국에서 농촌 토지의 사용권을 

평균적으로 농민들에게 배분하였는데 한 농민이 받는 농지의 면적이 제

한되어 있었다. 농민들의 경작은 자가 서로 협동하지 않으므로 集約的인 

자원투입이 어려웠다. 新農村建設이 시작된 후에 특히 앞에서 설명한 농

민주택사업(統籌統建의 경우) 이후에 농민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게 되

었고 경작 가능한 토지들은 서로 연결되어 集約化가 가능하게 되었다. 

  농업 商品化는 농산품의 거래가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른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공업을 먼저 발전한 정책 하에서 農業稅를 징수하였을 뿐만 아

니라 農工鋏狀價格差로 인하여 농산품 가격을 왜곡시켰다. 2006년에 全

國人民代表大會는 「農業稅徵收條例」를 폐기에 관한 법안을 통과하였고 

農業稅는 완전히 폐기하여 버렸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農業部 農村經濟

硏究所의 의견을 받아들여 2005년 이후 국가안전을 위한 예비 식량 외

에 나머진 농산품의 거래가격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르게 하였고 시장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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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너무 낮아 농민의 생계에 위협할 때 중앙재정으로 농민들에게 보

조금을 지원한다는 결정을 내렸다.35) 

  농업 社會化란 전통적인 小農生産方式을 개선하여 농업생산의 과정에

서 분업을 심화시키고 조직화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농업의 社會化

를 위하여 여섯 가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첫 번째, 국가기관의 역할

을 변화시킨다. 전통적으로 農業有關機關은 농업생산을 감독하는 기관이

었으나 이제는 농업생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변하였다. 두 번

째, 國有資産監督管理委員會36)는 농업과 관련이 있는 國營企業에게 농

업생산에 지원하게 하였다. 세 번째, 정부는 농산품의 유통과정과 農藥, 

肥料 등 생산자원의 공급과정에서 필요한 편리성을 제공한다. 네 번째, 

농촌의 금융체제를 완화시켜 농민들이 생산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

한다. 다섯 번째, 지역 간의 협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서, 지역 

간의 농산품거래전시회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섯 번째, 농업생산

조직의 성립에 지원한다. 아직까지 중국에 한국 농협 같은 농업조직이 

없다. 농업협회 등 조직을 형성하도록 정부가 지원한다.   

第3節 農民參與

  新農村建設은 농촌경제개발운동으로서 농민들은 주인공이다. 新農村建

設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

드시 필요하다.37) 중앙정부는 농민들의 적극성을 자극하기 위하여 지방

정부에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요구를 지시하였다. 

  첫 번째, 농민들의 소원을 존중하고 농민들의 新農村建設에 대한 공감

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新農村建設의 사업을 추진할 때 농민들의 의견을 

듣고 농민들이 추신사업에 대하여 찬성하는지를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지방정부가 新農村建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명심하여야 하는 것은 정부

와 농민들 간의 관계는 감독기관과 감독대상의 관계가 아니라 농민들은 

35) 장광문(2003), 협상가격차의 형성 및 취소에 관한 의견,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36) 國有資産監督管理委員會란 국유자산 및 국영기업을 관리하는 정부기관이다.
37) 주도영(2009), 新農村建設 실행의 핵심은 농민들의 적극성을 자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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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農村建設의 주인공이고 정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두 번째, 중앙정부의 정책을 농민들에게 宣傳하고 정책의 제대로 실행

을 통하여 농민들이 진정한 이득을 받을 수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

이다. 농민들은 중국 전체 인구 가운데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집

단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지방정부가 농민들에게 정책을 해설하여야 한다. 또한 중

앙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실행하고 농민들이 이러한 정책을 통하여 직접

적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하고 농민들의 참여를 자극하다. 

  세 번째, 농촌에서 민주적 제도의 실행을 통하여 농민들의 주인공의식

을 제고하고 농민들의 新農村建設에 참여에 대한 주관적 능동성을 자극

한다는 것이다. 중국에는 지역 간의 경제발전수준이 매우 달라 新農村建

設의 추진사업도 통일적인 방안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 각 지의 新農村

建設을 추진할 때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농민들이 민주적절차를 통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농민들의 알 권리, 감독권, 참여권 등 권리의 보장을 

통하여 주인공의식의 조성을 유도한다.

  중앙정부는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왔는데 농민들이 진정

한 참여현황을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내기 위하여 四川省의 自貢市, 宜賓

市, 內江市의 行政村에서 농민들에게 간단한 설문조사를 보냈다. 이 설

문을 통하여 상기 중앙정부 조치의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 

  아래 표가 나타나듯이 이번 설문조사를 받던 200명 농민들은 모두 新

農村建設을 들어 본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나 자기 촌에서도 하고 있는

가를 대답하였을 때 188명이 부정적인 답을 하였다. 한 가지 유의하여

야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응답한 농민과 부정적으로 응답한 농민은 하나

의 行政村의 농민이 아니고 여러 촌에서 분산되어 있었다. 즉, 같은 촌

의 농민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문제에 대하여 正反對의 답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이번 연구를 위하여 현지조사를 한 촌의 간부의 말에 따르면 이

들 촌에서도 新農村建設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설문에서 들

어가지 않지만 자기 촌에서도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응답한 

농민들에게 대화로 "당신이 생각하는 新農村建設이 무엇인가"를 질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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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 결과로 "구체적으로 모른다", 혹은 "새 집 건축하는 것이다"

라는 답을 얻었다. 즉, 중국의 농민들은 新農村建設의 단어만 알고 그의 

실질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그리고 "新農村建設이 시작한 후(2005) 현재까지의 생활수준이 제고

되었는가"에 대하여 163명은 긍정적으로 대답하였다만 중국이라는 발전 

중인 나라에서 물질적 생활수준의 제고는 필연적이 일이고 新農村建設과 

관련이 있는지도 중요하다. 자가의 생활수준이 제고되었다고 한 농민들 

가운데 157명이 신농촌건설과 관련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四川省은 중

국 최대의 農民工輸出省이기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도시에서 취직하게 

되고 있다. 근년 중국의 노동비용의 상승으로 인하여 農民工의 소득도 

증가하였지만 新農村建設의 성과로 볼 수가 없다. 

  그리고 국가의 정책에 따라 농촌현장의 간부들은 농민들에게 新農村建

設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번 설문조사를 받던 농민들이 

100% 간부의 설명이 없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四川省 自貢市 沿灘

區 人力資源 및 社會保障局의 공무원 楊哲彧(楊씨는 沿灘區 鄕鎭級 공무

원 채용심사를 담당하고 있음)은 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있지만 농민의 

출석률이 낮아 소된다고 해명하였다. 

新農村建設의 참여현황에 대한 설문

질문
긍정적 답 

명 (%)
부정적 답 

명 (%)
당신은 新農村建設을 알고 있는가? 200 (100%) 0 (0%)
당신의 촌에서 新農村建設을 하고 있
는가?

12 (16%) 188 (84%)

2005년 이후 당신의 생활수준 및 소득
수준이 제고되었는가?

163 (81.5%) 37 (18.5%)

촌간부들은 新農村建設에 대하여 해설
하여 본 적이 있는가?

0 (0%) 200 (100%)

당신은 新農村建設에 대한 저극적인 
참여를 원하는가?

13 (6.5%) 187 (93.5%)

주: 四川省 세 도시의 200명 농민들을 대성으로 조사하였음.
표<4>



- 55 -

  그리고 농민들은 그리고 新農村建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원하는가

를 대답하였을 때 13명만 긍정적으로 대답하였다. 이 13명 농민은 신농

촌건설에 참여하고 싶은 이유는 농민주택사업에서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농민들은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만

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新農村建設의 본질을 알지 못하거나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의 농촌청년노동력은 대규모 도시로 이동하고 있음을 앞에서 

설명하였다. 농촌에서 농사짓고 사는 사람은 대부분 노인들이다. 현재 

농촌 노인들은 신문을 읽는 것, TV뉴스를 보는 것, 인터넷을 검색하는 

것에 대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시에서 일하는 지인에게서 新農村建設

을 알게 되었지만 실제로 新農村建設이 어떠한 것인지 모르고 있다. 예

를 들어 이번 조사 중에서 설문을 받은 모든 농민들은 新農村建設을 들

었다고 대답하였지만 新農村建設이 어떠한 추진사업이 있는지를 대답하

였을 때 눈으로 볼 수가 있는 村村通工程과 농민주택사업만 알고 나머진 

사업은 들어 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村村通工程은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농민주택사업에 대하여 자신 부담하는 부

분이 많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농민들이 많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新

農村建設에 대한 宣傳을 많이 하라고 지시하였지만 위의 조사결과를 보

이듯이 실제로 지방정부의 간부들은 농민들에게 新農村建設을 해설하지 

않고 있거나 宣傳의 효과가 좋지 않다. 농민들은 新農村建設에 대하여 

모르고 있고 참여의 적극성이 부족하다. 

  이번 조사의 과정에서 또 하나 문제를 발견하였다. 농민들은 설문을 

받은 후에 바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조사인지, 조사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먼저 질의하였고 이번 조사결과가 학술목적만 사용되는 것을 

확인한 후에 응답하면 나중에 불이익이 있는지를 또 질문하였다. 농민들

은 정부의 대한 경계심이 있다. 현재의 중국 농촌사회는 농민과 간부는 

발전의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지 않고 서로 신뢰가 없는 관료와 서민 간

의 사회형태이다. 이 탓에 新農村建設은 아직까지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

개벌정책이고 농민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운동이라고 말할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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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第4節 新農村建設의 成果와 問題點 

  新農村建設은 올해까지 시작한지 이미 8년 지났다. 중국정부는 그 동

안 많은 자금과 인력을 투입하였고 일정한 성과를 얻었으나 많은 문제점

도 존재하고 있다. 新農村建設의 성과와 문제점을 총괄하여 중국농촌발

전의 미래에 기여할 수가 있다.

第1項 新農村建設의 成果 

  新農村建設은 중국 역사상 최대의 농촌개발 사업으로서 중국정부가 많

은 자금과 인력을 투입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였다. 본 항에서 이

들 사업의 성과를 요약하도록 하겠다. 

第1目 村村通工程의 成果

  현재까지 新農村建設의 추진사업 가운데 성과가 가장 큰 것은 村村通

工程이다. 信息産業部가 2008년 2월에 발표된 「村村通電話工程 2007

년 업무 브리핑」(이하 「브리핑」이라고 함)에 따르면 2007년 12월까

지 3759개 전화통신이 안 되던 行政村에서 電話通信網이 개통되었고 전

국 농촌의 99.5% 지역에서 전화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다. 또한 新

疆, 內蒙古, 海南 등 지역의 山林, 油田地域의 2536개 행정단체에서도 

전화가 개통되었다. 그러므로 2007년까지 전국의 모든 行政村(티베트지

역 제외함)의 村村通電話工程이 계획대로 완성되었고 通信網의 構築은 

정보의 교환 측면에서 新農村建設에 기여하였다. 

  村村通道路工程은 村村通電話工程과 달리 각 省級 지방정부 주도하는 

新農村建設의 사업이다.  각 省政府는 각 省의 村村通道路工程의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조사한 四川省의 경우는 全省의 모든 行政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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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까지 시멘트 도로를 통하게 되었다. 도로를 통한 농촌은 농산품

과 생산재의 빠른 수송이 가능하여 졌고 농민들의 소득수준을 제고하였

다. 四川省 統計廳의 통계결과에 따르면 四川省 村村通道路工程이 시작

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村村通道路工程으로 인한 1인당 2000위안 

이상의 소득증가 효과를 가져왔다.38)  四川省의 新農村建設을 한 단계

를 더 추진하기 위하여 2013년 7월 17일에 省政府가 2017년까지 현재

의 村村通부터 組組通으로39) 확장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였다.  

  村村通TV工程은 2010년까지 대체적으로 전국에서 완성되었다. 계획

에 따르면 20호 이상의 行政村은 TV신호를 개통하여야 한다. 공정규모

가 매우 커서 2010년 상반기까지 50호 이상의 行政村에서 TV신호가 

개통되었고, 1억 농촌인구의 TV시청문제를 해결하였다. 2010년 하반기

에 20호 이상의 行政村으로 확장하였다. 村村通TV工程은 전국 71.66만 

개의 行政村에서 TV신호를 개통하였고 농민들은 TV를 통하여 농업정

책, 농산품의 시장정보 등 정보를 손쉽게 획득할 수가 있게 되었고 工程

은 좋은 성과를 얻었다.40) 

第2目 新農合의 成果

  2002년에 시작한 新農合은 현재까지 일정한 성과를 취득하였다. 구체

적으로 세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다.

  첫 번째, 新農合으로 농민들은 의료서비스의 이용비율을 제고하였다. 

新農合의 가입자들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자기가 부담하는 비용이 낮

아졌다. 세계은행 보건경제학의 수석경제학자 Wagstaff는 2003년부터 

2005년까 2년 동안의 통계결과를 연구한 후에 新農合을 시행한 行政村

에서의 진료비율이 시행하지 않는 行政村에 비하여 명확히 높다는 결론

을 내렸다. 衛生部는 “중국의 건강 및 영양 조사”를 실시하였고 2006

년부터 2009년까지의 통계량을 年 單位별로 비교한 후에 Wagstaff와 

38) 사천성정부(2013), 촌촌통부터 조조통으로 업그레이드.  
39) 한 行政村은 2개 이상의 조가 포함된다. 
40) 村村通TV工程의 기쁜 소식, 광명일보, 2010년 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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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결론을 내렸다. 

  두 번째, 의료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였다. 도시 주민의 건강상태는 

상대적으로 농민보다 좋다. 그래서 농민들은 더 많은 의료서비스가 필요

하다. 전통적으로 의료비로 인하여 의료서비스가 더 많이 필요한 농민들

은 사실상 의료서비스를 적게 받았다. 新農合으로 농민들의 부담을 감소

시켜 농민이 받는 의료서비스가 증가함으로 의료서비스의 불균형문제를 

일정 정도 해결하였다. 

  세 번째, 농민들의 예방적인 저축을 감소시키고 소비규모를 확대한다. 

오랫동안 중국 농민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방

적 저축을 하였고 중국의 내수시장에서 제외되어 있는 현상이 있었다. 

통계결과에 따르면 新農合을 실행한 후에 농촌의 저축은 12%-15%(은

행예금기준)가 감소하였고 의료비지출이 아닌 소비지출은 약 5.6%가 증

가하였다. 농민의 소비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농촌경제발전을 자극할 뿐

만 아니라 중국 전체 내수시장의 확대에도 기여한다. 

 

第2項 新農村建設의 問題點

  중국의 많은 농촌인구와 넓은 농촌지역을 고려하면 新農村建設의 규모

가 전 세계 어느 나라의 농촌경제개발운동보다 더 크고 각 지의 경제발

전수준이 매우 다양하므로 통일된 발전계획을 세우기 어렵고 통일하게 

컨트롤할 수가 없으므로 新農村建設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

상치 못한 문제도 많이 생겼다. 

第1目 農民住宅事業의 問題點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농민주택사업은 統籌統建과 統籌自建의 두 방식

으로 추진하고 있다. 두 방식은 모두 장단점이 있다. 자금력이 강한 농

민들에게 統籌自建이 더 유리하지만 보다 가난 농민들에게 統籌統建이 

더 좋아 보인다. 문제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농민들은 자신의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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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게 선택할 수가 없다. 統籌統建인지 統籌自建인지의 결정권이 농민들

에게 없고 鎭政府에 있다. 鎭政府는 결정하기 전에 농민들의 의견을 수

집하고 분석하면 좋은데 실질로 사업을 추진할 때 鎭政府가 의견을 수집

하지 않고 있다.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할 것은 鎭정부가 마음대로 결정

한 후 全 鎭의 모든 行政村에서 진행하는 것은 일반적이다. 이렇게 추진

한 후에 결정된 방식에 불만족인 농민들은 참여의 적극성을 감소시켰다. 

특히 統籌統建방식으로 추진한 후에 농민들의 참여 적극성이 약하면 대

규모의 낭비가 발생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앞에서 언급한 尖山지역과 自

貢市黃市鎭지역에서의 鎭政府가 統籌統建을 결정한 후에 대규모 아파트

식의 농민주택을 건설하였다. 그러나 所在地의 농민들은 아파트보다 전

통적인 단독주택을 더 선호하고 祖上에게서 상속 받은 宅基地를 포기하

고 싶지 않는 이유로 統籌統建된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는다. 결과로 많

은 자금을 투입하여 건축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구매자가 없이 대규

모 폐기되었다. 

  統籌自建 방식으로 농민주택사업을 추진하는 行政村에서는 대규모 낭

비현상이 없으나 농촌주택의 양극화현상을 일으켰다. 統籌自建은 村委會

가 주택의 디자인만 하고 농민들은 자가 건설이므로 농민들은 건축비용

을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 물론 일정 정도의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농민이 자신 부담하여야 할 건축비용은 현재 농민의 소

득에 비하여 큰 부담이라고 할 수가 있다. 統籌自建을 실시하는 行政村

에서 경제적 능력이 있는 농민들이 주택을 신축하지만 그렇지 않는 농민

들이 현재까지도 舊주택에서 살고 있다. 그러므로 농민주택의 양극화현

상이 일어났다. 예를 들어. 이번 연구를 위하여 自貢市沿灘區富權鎭의 

余山村에 방문하였다. 富權鎭에서 統籌自建 방식으로 농민주택사업을 추

진하고 있는데 余山村의 주요도로 주변에서 統籌自建 방식으로 신축된 

別莊式 주택을 볼 수가 있다. 전체적으로 新農村建設의 村容整潔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여 보이지만 통일된 모양의 별장 근처에서 토담집도 볼 수

가 있다 . 富權鎭정부에서 외부투자를 유지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胡 씨

의 해설에 따르면 토담집은 자금이 부족하여 농민주택사업에 참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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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농민들의 집이다. 

  청년노동력이 있는 농가들은 청년노동력이 도시에서 일을 하고 소득수

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統籌自建에 참여할 수가 있지만 노인만 있는 농가

들은 그렇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농가들은 보조금을 받

고 주택을 신축하였지만 가난한 농가들은 실질적으로 농민주택사업의 참

여대상에서 제외되어 버렸다. 농민주택사업은 농민의 주택환경을 개선하

고 농민과 도시 주민 간의 생활수준 격차를 해소하는 목적으로 시작된 

新農村建設 사업인데 결과로 농민 내부의 격차를 확대시켰다. 현재의 지

방재정능력으로 가난한 농민들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 하고 

있고 재정능력이 있더라도 공평성의 원칙을 고려하여 가난한 농민들에게

도 도움을 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가난함에 대하여 쉽게 정의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에 무상지원을 한다면 정부의 재정으로 부담할 수가 

없는 것도 현실이다. 

第2目 新農保의 問題點 

  新農合과 新農保는 농촌의 사회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新農合

이 농민들에게 주는 성과를 이미 앞에서 설명하였다. 新農保는 新農合과 

같은 맥락으로 시작하였는데 新農合과 같은 성과를 얻지 못 하고 있고 

문제가 발생하였다. 

  우선 농촌현장의 간부들은 新農保에 대하여 宣傳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농민들은 新農保에 대하여 모르는 경우가 많다. 安徽師範大學

(Anhui Normal University)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농민들은 新農保를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정책에 대하여 15%의 농민들만 알고 있다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중앙정부가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新農保는 모든 농

촌에서 진행하고 있고 가입자는 전체 농촌인구의 95%를 넘었다. 그러나 

新農保에 가입한 후에 농민들의 생활수준을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조사하

여 봤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新農保제도에 대한 불만족의 원인을 살펴보자면 32.2%는 노후 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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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얼마 養老金을 받을 수가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 21.95%는 이 정책

으로 노후의 생계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25%는 단체

보조와 정부보완의 비율이 낮다는 것이다. 즉, 농민들은 新農保에 대한 

불만족은 대부분 新農保정책의 安定性과 實用性 때문이다. 新農保制度는 

중국의 國策이고 新農村建設의 중요한 일환이기 때문에 정책의 安定性을 

보장할 수가 있다. 또한 新農保를 실행한 후에 정부가 몇 번 養老金 기

준을 제고하였기 때문에 농민들의 노후생활수준을 실질적인 개선이 가능

하다. 그러므로 농민들의 우려는 정책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소재지의 

지방정부의 宣傳을 제대로 하지 못 하기 때문이다.  

  新農保의 또 하나 문제는 異地에서의 養老金受領問題이다. 현재 중국

의 농촌청년노동력은 도시에서 일할 때 안정성이 없다. 즉, 평소에 도시

에서 일하는데 설날 때 귀향하고 다음 해는 다시 도시로 이동하는 경우

가 많다. 한 도시에서 新農保 보험료를 납부한 후 다음 해에 다른 도시

에서 어떻게 납부하는가, 또는 나중에 귀향하면 養老金을 어디에서 어떻

게 받는가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 청년노동력들은 新農保에 가입하지 않

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新農保 養老金은 異地에서 청구가 가능하지만 

그의 절차가 매우 복잡하니 중앙정부의 頂上디자인이 필요하다. 

第3目 新農村建設 問題點의 原因

  新農村建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여

야 한다. 新農村建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밝혀야 한다. 

  앞에서 설명한 新農村建設의 문제는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농촌현장

농민들은 新農保제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
항목 매우 만족 만족 불만족 상관없음 합
비율 18.41% 34.33% 38.31% 8.96% 100%

출처: 채청청 외 3명, 농민들은 新農保를 어떻게 보는가, 노동세계, 2011.
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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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간부들은 농민들에게 국가의 정책을 제대로 宣傳하지 못 하여 농민들

은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중국의 지방간부

들은 선거를 통하여 뽑는 것이 아니라 上級 및 同級 共産黨委員會 組織

部 임명을 받아 赴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직책을 집행할 때 하층 서민

들의 의견보다 상층에서 내려온 지시를 더 중시한다. 新農村建設은 시작

된 후에 중앙정부는 수많은 정책을 실행하였고 농촌현장의 간부들은 이

러한 정책이 농민들을 제대로 도울 수가 있는지를 확인하지도 않고 농민

들에게 이러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해설하지도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 농

촌에서 실행하여 왔다. 그러므로 新農保를 실행한지 이미 5년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조사를 받던 85%의 농민들은 新農保의 구체적인 정책을 모

르고 있다. 

  그리고 新農村建設의 다섯 가지 목표 가운데 “民主管理”라는 것이 

있다.  民主管理의 실천이 다른 네 가지 목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

되어 있다. 현재 중국의 정부기관에 行政首長은 두 명이 있다. 한 명은 

정부의 行政首長이고, 한 명은 共産黨 書記이다. 일반적으로 共産黨 書

記의 地位는 同級의 行政首長보다 높고 정책의 최종적 결정권을 갖는다. 

行政村도에도 마찬가지로 村長과 촌의 共産黨支部 書記(이하는 村支書라

고 함)가 있다. 村長은 농민들이 “일인일표”의 방식으로 선거되어 있

지만 村支書은 上級 共産黨 委員會가 임명하는 것이다. 농촌현장에서 개

발 방식을 결정할 때 村支書가 최종결정권을 갖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

민들의 의견보다 上級 共産黨 委員會의 의견이 더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그러므로 新農村建設의 과정에서 농민들이 원하는 것과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서로 다를 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앞에서 언급한 余山村에서 村支書도 本村의 黨員 가운데 농민들

의 선거를 통하여 뽑는 제도를 試行하여 좋은 효과가 있지만 이러한 방

식은 아직까지 확장되지 못 하고 있다. 

  新農村建設 문제의 원인은 간부와 정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농민

들에게도 있다. 중국의 농민들은 교육수준이 매우 낮고41) 국가정책을 

41) 농촌청년은 고등교육기관에 다닌 후 도시에서 취직하면 비농업호적으로 전환되므로 농
민의 신분을 탈락하고 농업호적을 갖는 사람은 대부분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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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지 못 하고 거시차원에서 말하는 농촌발전에 대하여 관심도 갖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沿灘區富權鎭蒲田村에서 新農合을 宣傳

하기 위하여 간부들은 강좌를 열려 농민들을 초청하였지만 농민들의 출

석률이 아주 낮았다. 또는 瓦市鎭永安村에서 村村通道路工程을 추진하였

을 때 농민들의 저항을 받았다. 永安村의 안길을 확장하기 위하여 일부 

농민들의 宅基地를 점용하여야 한다. 간부들은 농민들에게 다른 宅基地

를 다시 배분한다고 약속하고 도로를 확장한 후 앞으로의 발전에 유리하

다고 설명하였지만 농민들은 허락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새마을운동을 

추진하였을 때의 文星里와 매우 달랐다. 沿灘區 간부들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중국 농민들의 視野가 좁아 미래에 대한 장기계획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농민들의 협조가 없다면 新農村建設의 추진도 어렵다.

  新農村建設은 현재까지 일정 정도의 성과를 얻었지만 한 단계도 나가

려면 정부와 농민들의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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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4 章

結論

  지금까지 한국의 새마을운동과 중국의 新農村建設의 배경, 그들의 추

진사업, 그리고 새마을운동의 성공요인과 新農村建設의 취득성과 및 문

제를 살펴봤다. 新農村建設은 새마을운동과 비교하면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新農村建設은 새마을운동의 경험에서 배워야 하는 것

은 무엇인지 본 장에서 논의하겠다. 

第1節 새마을運動과 新農村建設의 異同

  새마을운동과 新農村建設은 모두 한·중 양국 정부가 자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농촌경제개발운동이다. 두 운동의 本質은 모두 경제개발운

동이지만 양국 간의 政治制度, 社會文化, 國民經濟環境 등 면에서 모두 

다르니까 새마을운동과 新農村建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차이점도 생겼

다. 

第1項 共通點

  거시차원에서 새마을운동과 新農村建設의 공통점은 운동의 시발점이 

비슷하다는 것을 들 수가 있다. 두 운동을 모두 최고권위자의 의지에 따

라 시작하였다. 1970년대의 한국에서 박정희 대통력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새마을운동의 구상을 제시한 후에 전국 모든 마을에 시멘트를 지

원하여 새마을운동을 시작하였다. 新農村建設도 胡錦濤 共産黨 總書記가 

共産黨 全國代表大會에서 構想을 제시하고 이듬해에 열린 全國人民代表

大會에서 통과시켜 전국에서 운동이 확산되었다. 2000년대의 중국에서 

胡錦濤 總書記는 박정희 대통령처럼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지 않았으나 

1949년 이후 全國人民代表大會는 단 한 번도 共産黨의 決議를 否決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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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없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共産黨 全國代表大會에서 통과한 決議는 

중국에서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고 볼 수가 있다. 

  미시차원에서 새마을운동과 新農村建設의 추진사업의 맥락이 매우 유

사하다. 제2장과 제3장에서 언급하였듯이 경제를 발전하기 전에 발전을 

위한 기초적인 틀을 완비하여야 한다. 기타 추진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새마을운동은 새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그와 비슷하여 新農村

建設의 기타 사업보다 村村通工程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다. 새마을 가

꾸기 사업에서 마을안길 확장사업과 농로개설 사업을 통하여 나중에의 

營農機械化 사업의 기초를 단단히 다졌다. 중국에서는 村村通道路工程을 

통하여 농업생산과정에서 필요한 운송기반을 조성하였고 村村通電話工程

과 村村通TV工程을 통하여 농민들의 문화생활에 채워 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농업개발사업 가운데의 정보소통기반을 조성하였다. 

第2項 差異點

  한국과 중국 간의 사회, 정치 그리고 1970년대와 오늘의 시대 등 차

이가 있으니 새마을운동과 新農村建設의 차이점도 무시할 수가 없다. 이

들 차이점은 대략적으로 여섯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다. 

  첫 번째, 새마을운동과 新農村建設의 추진 주체가 다르다. 새마을운동

은 박정희 대통령이 구상을 제시하였고 정부가 마을마다 시멘트를 무상 

지원을 한 후에 마을들은 자율적으로 새마을사업을 추진하였다. 즉, 새

마을운동의 추진 주체는 마을이었다. 新農村建設은 全國人民代表大會에

서 통과된 후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농촌의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가 村村通工程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村村通工程의 추진계획은 각 지방정부가 정하였다. 각 行政村은 

자기 촌의 村村通工程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생각할 필요도 없고 정

부에서 자금을 받아 정부의 지시에 따라 추진하였다. 또한 중앙정부가 

新農合과 新農保를 결정한 후에 각 行政村의 간부들은 정부의 요구대로 

新農合과 新農保를 농민들에게 宣傳하기 시작하였다. 즉, 新農村建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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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주체는 行政村이 아니고 중앙정부 및 각 지방정부이다. 정부는 사

업을 계획하고 行政村은 정부의 계획에 따라 사업의 추진하는데 行政村

이 사업의 추진 주체라기보다 사업의 집행자라는 것에 더 가깝다. 

  두 번째,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새마을교육을 도입하는 반면 

新農村建設을 위한 교육체제가 없다. 제2장에서 설명하였듯이 새마을교

육은 새마을운동의 성공요인 중 하나이다. 새마을교육은 전 국민을 대상

으로 하는 교육이었고 새마을교육을 통하여 국민의 자각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새마을운동의 현장지도자도 양성하였고 정부, 새마을지도자, 마

을주민이 “三位一體”의 공동체가 형성되어 새마을사업을 추진하여 왔

는데 新農村建設은 그렇지 않다. 新農村建設이 시작하였을 때 외국의 경

험이 물론 있었지만 중국 역사상 전례가 없었다. 중국의 농민뿐만 아니

라 정부의 공무원도 新農村建設에 대하여 生疏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新

農村建設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중국도 교육을 시켰지만 교육대상

은 전 국민도 아니고 농민도 아니고 省部級(한국의 장관급과 같음) 高位 

공무원들이다. 중국 최고의 간부양성기관인 中共中央黨校에서 “社會主

義 新農村建設 硏修班”이 개설되었는데 교육대상은 省部級 地方行政首

長으로 정하였다. 이들 行政首長은 각 省의 행정업무를 포괄적으로 담당

하는 사람으로서 新農村建設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다. 즉, 

中共中央黨校의 과정에서 新農村建設과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高位 

공무원이 연수하였지만 직접적인 참여자인 농민과 농촌의 현장 간부들은 

연수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새마을교육을 통하여 마을주민과 마을지도자

들의 주인공의식을 일으킨 반면 중국의 新農村建設 과정은 이러한 효과

가 일어나지 못 하였다. 

  세 번째, 새마을운동은 농촌개발운동부터 학교새마을운동, 공장새마을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新農村建設은 확산효과가 없다. 새마을운동은 농

촌에서 큰 성과를 얻은 후에 학교, 공장 그리고 모든 국민으로 확장되었

는데 전 국민이 참여하였던 운동으로 발전하여 왔고 그는 이미 단순의 

경제개발운동의 역할을 추월하여 전 국민의 정신적, 경제적 혁명이 되었

다. 그러나 新農村建設은 아직까지 농촌개발운동의 단계에서 정체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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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리고 현장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농민들은 新農村建設이 도대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라 도시 주민들이 新農村建設을 모르는 것은 대부분이고 아는 사람 중

에서도 거의 모두 新農村建設이 농민들만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42)

  네 번째, 새마을운동과 新農村建設의 추진방식이 다르다. 제2장에서 

설명하였듯이 새마을운동은 復次的인 방식으로 추진하였으므로 마을발전

의 善循環이 형성되었다. 新農村建設은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

업들끼리의 連貫性이 강하지 않고 復次的 선순환이 되고 있지 않다. 예

를 들어, 중국정부는 村村通工程을 추진하였을 때 정부는 재정지원을 하

였으나 村村通工程을 마친 후에 농민주택공정을 추진하였을 때 다시 정

재예산을 하였고 지원을 하였다. 이렇게 復次的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므

로 新農村建設운동의 一貫性을 약하다.

  다섯 번째, 운동이념의 차이가 있다. 새마을운동은 勤勉, 自助, 協同의 

이념 하에서 마을 지역에서 확장되었고,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마을 주민

들이 勤勉, 自助, 協同이라는 새마을정신을 가져 있는 새 인간으로 육성

되었다. 勤勉, 自助, 協同의 정신 이념으로 마을 주민들을 통합하여 새마

을운동을 추진하였으므로 이러한 이념은 새마을운동의 정신적 核心이라

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新農村建設이 그렇지 않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新農村建設은 “生産發展, 生活寬裕, 鄕風文明, 村容整潔, 

民主管理”라 목표가 있지만 어떠한 운동이념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중

국의 농민이 많은데 통일된 운동 이념이 없으면 농민들을 통합하기가 어

렵고 新農村建設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 불리하다. 

  여섯 번째, 새마을운동을 추진하였을 때 마을주민과 새마을지도자 간

의 신뢰성이 높았는데 新農村建設을 추진하는 현재에는 농민과 촌 간부 

간의 신뢰성이 새마을운동에 비하면 떨어져 있다. 중국에서 정부와 농민

을 포함한 모든 국민 간의 신뢰성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1960년대와 

1970년대의 毛澤東時代와 1978년 개혁·개방 이후의 鄧小平時代이었

다. 毛澤東時代에는 毛澤東에 대한 個人崇拜가 있었으므로 국민들은 共

42) 社會主義 新農村 實踐調査報告, 西南大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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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黨이 지배하는 정부에 대하여 忠誠하였다. 그러나 毛澤東時代에 경제

개발운동을 하지 않은 반면 反右鬪爭과 文化大革命 등 끊임없는 정치운

동을 하였다. 鄧小平時代에는 社會主義인지 資本主義인지의 思想的 토론

에서 벗어났다. “社會主義와 資本主義를 불문하고 중국인의 물질적 생

활수준의 제고에 유리하면 된다”라는 實用主義이념 하에서 중국인의 생

산에 대한 의육이 강하였으나 이러한 의육은 공업발전과 도시발전에서만 

표현되었다. 이 시대에는 농민의 생산의육은 오히려 타격을 당하였고 농

민과 도시 주민 간의 갈등도 그 때부터 생겼다. 新農村建設을 시작하던 

2000년대에 이러한 갈등이 계속 존재하고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어려

우므로 新農村建設의 추진에 불리하다.

第2節 新農村建設이 새마을運動에서 배울 點

  新農村建設을 추진한지 약 8년이 되었다. 일정 방면에서도 성과를 얻

었지만 새마을운동처럼 全面的인 성과를 아직까지 얻지 못 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새마을운동의 성공은 한국의 민족특질 등 원인이 있으므

로 그대로 중국으로 移轉할 수가 없으나 새마을운동의 일부를 배울 수가 

있다. 그러므로 新農村建設은 더 큰 성과를 얻으려면 어떠한 점을 새마

을운동에서 배워야 하는가에 대하여 생각하여 볼 필요가 있다. 

  새마을운동은 남긴 경험이 많은데 新農村建設이 참조할 수가 있는 것

은 주로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새마을교육을 참조하여 新農村建設을 

위한 교육체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새마을교육은 새마을운동에 대한 

중요성을 이미 앞에서 설명하였고 새로운 교육체제를 도입한다면 新農村

建設에도 큰 변화를 기대할 수가 있다. 

  우선, 중국 농민들이 아직까지 新農村建設에 적극적인 참여를 원하지 

않는 원인은 정부의 宣傳이 부족하다는 것과 교육수준이 낮은 농민들의 

視野가 좁다는 것을 들 수가 있다. 新農村建設을 위한 교육을 통하여 농

민들은 新農村建設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의문이 있으면 新農村敎育을 통하여 해답을 받을 수가 있으므로 新農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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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設의 宣傳不足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리고 교육을 통하여 농

민들의 농업기법을 향상시키고 생산을 촉진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

신적 啓發敎育을 시켜 농민들의 정신적 변화를 기대할 수가 있다.

   새마을운동의 첫 번째 성공요인은 한국 국민의 자각이고 新農村建設

에도 중국 국민의 자각이 매우 중요하다. 중국 농촌에서 아직까지 농민

들의 자각된다고 말할 수가 없고 농민들의 정신세계는 매우 被動的이다. 

“우리촌은 우리의 땅이며 우리의 손으로 건설하여야 한다”는 의식을 

단순한 설교를 통하여 농민의 머릿속으로 入植할 수가 없고 반드시 體制

的인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을 통하여 농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의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만 농민들이 自發的으로 新農村建設에 참여할 수

가 있다. 

  그리고 교육체제를 만든 후에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지하는 방

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새마을운동은 “우수마을, 우선지원”이라는 원

칙이 있었다. 이점을 新農村建設도 모방할 수가 있다. 교육체제를 만든 

후 교육을 제대로 시행하는 行政村에 세금감면, 보조금지급 등 물질적인 

장려와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대규모 宣傳 등 방법을 통하여 농민들의 참

여 적극성을 자극한다.  

  두 번째, 새마을운동처럼 新農村建設의 주체가 行政村으로 만들기 위

하여 정부가 분권하여야 한다. 현재까지 新農村建設에 참여하는 行政村

은 중앙정부, 省政府, 鄕鎭政府로 내려 온 지시에만 따라 하고 있다. 그

러므로 新農村建設은 行政村에 자신의 미래를 위한 개발운동이 아니라 

上級政府에서 내려 온 정치임무가 되버렸다. 즉, 行政村의 간부나 농민

들의 주인공의식이 부족하다. 새마을운동을 보면 정부는 마을에 무상 시

멘트를 지원한 후에 명확한 건설 명령을 내리지 않았고 각 마을은 자율

적으로 개발하게 되었다. 중국 정부도 大方針을 정한 후에 각 行政村의 

자율적인 발전을 허용하여야 한다. 발전이 잘 되는 行政村에 장려하고 

각 行政村 간의 경쟁을 자극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行政村 간부와 

농민들에 “新農村建設은 위에서 내려 온 임무가 아니고 우리 자신의 

일”이라는 주인공의식을 강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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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중국의 政治制度로 인하여 行政村의 최고책임자인 村支書가 上級

黨組織는 임명된다는 것에 대하여 앞에서 설명하였다. 村支書는 行政村

의 촌민이 아니기 때문에 촌민들은 그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行政村의 

모든 구성원의 통합에 불리하다. 제2장에서 언급한 文星里와 出捕里의 

사례를 보면 운동을 성공적으로 점화한 새마을지도자인 홍선표와 임광묵

의 역할이 컸다. 新農村建設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새마을 지

도자 같은 유력한 농촌현장간부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좋은 농촌현장 

간부는 같은 行政村의 모든 촌민들을 통합시킬 수도 있고 新農村建設의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余山村처럼 村支書가 촌민들의 선

거를 통하여 선정되고 그는 行政村의 新農村建設지도자로 육성하면 중국

에서도 홍선표 같은 行政村지도자의 출현을 기대하고 농민들의 新農村建

設에 참여 적극성을 유발한다. 이렇게 한다면 농촌의 발전뿐만 아니라 

新農村建設의 民主管理라는 목표의 달성에도 유리하다.

  세 번째, 新農村建設의 추진사업 간의 一貫性을 강화하여야 한다. 앞

에서 언급하였듯이 새마을운동은 復次的인 방식으로 추진하였으므로 善

循環이 형성되었다. 新農村建設도 추진사업 간의 일관성을 강화하여 한 

사업을 마친 후에 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新農村

建設의 壽命을 연장하여야 한다. 新農村建設 이전에 金土地運動 등 단기

적 농촌개발을 시도하였는데 결과가 없이 끝났다. 현재의 新農村建設은 

一貫性이 있는 농촌개발운동이 아니라 각 종 농촌과 관련이 있는 사업의 

총칭이라 봐도 된다. 사업과 사업 간의 一貫性을 강조하고 新農村建設은 

진정한 농촌발전혁명으로 발전할 수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新農村建設의 문제의 成因은 농민들의 자각과 참여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미 밝혔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

으면 얼마나 좋은 발전정책도 큰 효과가 나오기 어렵다. 본 절에서 제시

한 조치를 통하여 농민의 자각을 일으키고 新農村建設의 직접적인 참여

자의 주인공의식을 조성하여 新農村建設의 더 밝은 미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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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关于韩国的新村运动和中国的新农村建设的比较研究的问卷调查

 1. 您听说过新农村建设吗？
A. 是的          B. 没有

 2. 您所在的村也在实施新农村建设吗？
A. 是的          B. 没有         C. 不知道

 3. 2005年以后，您的生活水平和收入水平有明显提高吗？
A. 是的          B. 没有

 4. 村干部有对新农村建设进行过说明或指导吗？ 
A. 是的          B. 没有

 5. 您愿意参与新农村建设吗？ 
    A. 是的          B. 不愿意       C. 不知道

 주: 결과통계 시“아니다”와“모른다”는 부정적인 답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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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ative study on Saemaul 

Movement in Korea and Socialist 

New Countryside in China

  ZHOU LINGKE  

Department of Economic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economy of Korea has begun to take off since the 2nd 

world war, the President Park Chung-hee era. To reduce the 

difference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President Park put 

forward the conception of Saemaul Movement and began to 

promote it throughout the nation.

  At the beginning of the 1970s, Korean people laid the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rural economy through the 

Saemaul Gakkugi project. And in 1972 the project became a 

nationwide movement in Korea. In order to make the movement 

sustainable, Koreans selected the circulation type to push it. And 

this type also created a virtuous circle of development in Korean 

villages.

  Through Paving rural roads, building bridges and broadening 

the path in villages at the beginning of the movement,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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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ies became more and more convenient. Korean government 

also made the different aid packages to withing the situation 

after dividing all villages into three classes such as basic 

villages, self-help villages and independent villages according to 

their different economic ,terrains, scale of agricultural production, 

ages of farmers. And some of the villages that excelled in the 

movement were selected as model village and could get special 

aid. As a result, the income of the villagers in model villages has 

increased at a far greater rate than the others. In this way all 

villagers’ enthusiasm was aroused.

  Because the Saemaul movement was unprecedented in Korean 

history, in order to further the movement, the government 

designed and built a new education system named Saemaul 

education. Thus, a lot of institutes for Saemaul leaders were 

founded. Through the courses in the institutes not only 

agrotechnique of leaders and villagers but also their spirit were 

Improved. Saemaul education was different from other education 

systems because it was founded for not a part of Korean people 

but for all of them in purpose of solving practical problems. This 

system made great contributions to the movement.

  The success of the Saemaul movement can attribute to six 

factors. First, self awakening of the Korean citizens. Second, 

motivating enthusiasm. Third, Saemaul education. Fourth, 

different support systems for different situations. Fifth, the 

leadership of the Saemaul leaders. Sixth, Circulation methods to 

push the movement.

  More recently, to boost Korea’s global status, Korean 

government is promoting the Saemaul movement to the world. 

Saemaul movement can be a model for rural development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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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 for Korea but also for other countries.

  China has got the world’s attention because of its economic 

growth since 1990. However, this growth owes to the heavy 

industry priority policy after the founding of the P.R.C and the 

dual structure of social economy, both of which now pose an 

increasing number of problems especially in the countryside. 

Today, issues of agriculture, countryside and farmers have been 

a stumbling block during the process of building a “moderately 

well-off society”. In this situation,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put forward the concept of the New Socialist Countryside 

in 2005.And this concept was approved by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in 2006.

  The Chinese government planed to achieve the objectives 

of“development of production, well-off life, rural civilization, 

tidy environment in rural areas, democratic management” 

through the New Socialist Countryside. To reach these goals, the 

Chinese government has undertaken a lot of projects such as 

“Extending Road, Radio and TV Broadcasting Coverage to Every 

Village Project”, “New rural cooperative medical system”, 

“New rural social endowment insurance” and so on.

  For the New Socialist Countryside, the Chinese government 

has invested a lot of resources. However so far we have not got 

a complete success. There exists lots of same points and 

different points between Saemaul movement and New Socialist 

Countrysid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some useful 

experience from the Saemaul movement in Korea and help the 

New Socialist Countryside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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