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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과소화 및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대한 농촌의 흐름 속에서 

귀농·귀촌인의 유입과 도농 간의 교류를 통하여 새로운 활력을 찾고 있는 농

촌마을의 일상적 옥외 여가환경에 주목하고 있다. 일상적 옥외 여가란 일상생

활권 범위 내 생활공간에서 즉흥적 내적 보상과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하여 특

별한 훈련이나 기술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다. 농촌마을에도 최근 삶의 

질, 건강, 여가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거주지역 중심의 생활공간이 

여가활동을 펼치기에 적합한 공간으로 재편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도권 근교 농촌마을은 도시민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반영되는 

공간으로서 수도권 근교 농촌마을의 일상적 옥외 여가실태에 주목하여 일상적 

옥외 여가공간이 농촌주민의 정주만족도 향상과 관계하는 요소임을 밝히고 시

대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촌정주환경 조성 방향을 시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귀농·귀촌인의 유입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도권 

근교 농촌마을 중 농촌의 고유경관을 유지하며 도시화의 영향을 적게 받은 전

원농촌마을(이천시 백사면 도립1리)과 일반농촌마을(이천시 장호원읍 나래2리)

을 선정하였다. 전원농촌마을은 귀농·귀촌인이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도시민

의 수요를 반영한 일상적 여가 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일반농촌마을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농촌의 일상적 여가 실태를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조사방법으로서 마을 간 농촌정주어메니티 구성요소와 일상적 옥외 여가활

동, 그리고 정주만족도의 차이를 현황조사, 주민심층면담,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도립1리(전원농촌마을)는 귀농·귀촌인의 비율이 30% 이상 차지

하며 농업활동과 마을공동체 중심의 전통적인 농촌마을 특성이 약화되고 있는 

마을로서 다양한 자연 및 생활자원이 풍부하게 발달하였으며 이러한 자원을 

향유하는 방식 중 하나로 주민의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이 활발하게 구현되고 

있었다. 원주민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나래2리(일반농촌마을)는 복숭아 과수 



농가가 밀집되어 있고 집성촌이여서 전통적인 농촌마을 공동체 특성이 많이 

남아 있는 마을이다. 따라서 농업활동과 관련이 적은 마을의 자연 및 생활자

원의 발달 정도가 미약하며 다만 주민들이 공공공간에 모여 담소를 나누며 교

류하는 활동만이 일상적으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도립1리에서는 일상적 옥외 여가가 전원을 향유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드러

나고 있으며 개인정원을 가꾸고 마을안길과 마을둘레길을 걸으며 자연과 마을

경관을 즐기고 있었다. 나래2리에서는 전원을 향유하는 것보다는 접근하기 용

이한 공간에서 이웃과 교류하고 친목을 다지는 활동이 발달하였으며 이는 주

민들이 바쁜 생산활동으로 인해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취할 

수 있는 여가활동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뿐 만 아니라 도립1리에서는 다양한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이 고르게 나타나는 편이나 나래2리에서는 공공공간에서 

이웃과의 교류 활동에 편중되어 단조로운 여가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두 마을은 각기 다른 여가공간 및 활동이 발달하였으며 정주만족도는 도

립1리가 다소 높았다.

설문조사를 통해 확보한 기술통계량을 가지고 농촌정주어메니티 구성요소와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 그리고 정주만족도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설문응답

자 집단 간의 차이를 파악하였다. 결과적으로 도립1리에서는 마을둘레길/마을

둘레길 걷기, 나래2리에서는 공공공간/공공공간에서 이웃과의 교류가 각 마을

의 정주만족도 향상과 관계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농촌정주어메니티 구성요소

이자 여가활동이었다. 그리고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의 주체자는 귀농·귀촌인

이며 각 마을의 정주만족도 향상과 관계하는 도립1리의 마을둘레길 걷기, 나

래2리의 공공공간에서 이웃과의 교류 활동의 참여 비율이 마을구성원 집단 중 

가장 높았다. 이처럼 귀농·귀촌인은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을 활발하게 참여

하고 있었으며 마을의 여가 성향을 대표하는 집단으로서 마을 간 서로 대조적

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마을둘레길 걷기는 도립1리의 아름다운 산수유둘레길에서 활성화되어 있으



며 특히 귀농·귀촌인 집단에서의 참여 비율이 높았다. 마을둘레길(산수유둘레

길)은 도립1리의 자연환경을 대표하는 농촌정주어메니티로서 아름다운 자연을 

찾아 귀농·귀촌하는 신규 인구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정주환경이다. 게다가 

이웃과 공공공간에서 교류하는 활동만이 활성화되어 있는 나래2리보다 마을둘

레길을 걷고 전원을 향유하는 여가경향의 도립1리 정주만족도가 더 높았으므

로 마을둘레길 걷기라는 여가의 중요성은 더욱 높게 평가된다. 따라서 마을둘

레길은 미래 농촌정주환경을 위하여 발굴되어야 할 중요한 여가자원이며, 자

연성과 역사성이 보전된 마을둘레길은 이용자의 걷기 활동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농촌의 근린생활환경에서 일상적인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은 농촌주민의 

삶의 수준 및 정주만족도를 높이고 농촌으로의 신규 인구 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마을 일상적 옥외 여가공간과 활동

이 정주만족도 향상과 관계하는 유의미한 요소임을 밝혀냈다. 나래2리와 같은 

생산활동 중심의 마을이 보다 풍부한 삶의 질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립1리와 

같은 생활공간 중심의 마을로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미래 농촌정주환

경의 지향해야 할 방향일 것이다.

주요어 : 수도권 근교, 농촌마을, 일상적 여가, 옥외 활동, 정주만족도,

        농촌정주어메니티, 농촌정주환경, 귀농·귀촌, 마을둘레길, 걷기, 

        이웃과의 교류, 전원 향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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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신규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수도권 근교 농촌마을 정주환경 가치 발굴 필요

다양한 대중매체들을 통하여 초고령사회1), 초저출산국2), 인구절벽3) 등 우

리나라의 현실과 미래를 수식하는 단어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

들은 농촌지역에서 특히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심각한 과소화·고령화4)

가 진행됨에 따라 머지않은 장래에 소멸의 가능성이 있는 농촌마을과 실제 소

멸하는 농촌마을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조영재 외 6인, 2013). 실제 2010

년 기준 20호 미만 행정리 수가 전국에 3,091개로서 5년 전인 2005년에 비해 

51%가 증가하였다(성주인 외 3인, 2015a). 인구수는 마을의 규모와 관계없이 

줄어들고 있지만 고령인구가 많은 농촌 현실을 고려할 때 인구의 자연적 감소

가 진행되면 과소화 마을일수록 인구 감소폭은 크게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마을의 다양한 기능 유지가 한계에 달하여5)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심각한 과소화·고령화로 인하여 농촌마을의 공동화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1)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00년 고령화사회(고령인구비율 7% 이상)에 진입한 이래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고령사회(14% 이상),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 이상)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통계청, 2010). 2037년에는 30%, 2058년에는 40%를 초과할 전망한다(통계청, 2016).

2)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 대책을 위해 82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초저출산국’이라는 오명은 15년

째 지속됐다.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전년보다 0.03명(2.8%)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는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 평균 합계출산율인 1.68명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이데일리, 2016.08.24.)

3) 세계적 미래학자이며 ‘인구절벽’의 저자인 해리 덴트(Hay S. Dent)는 2015년 제16회 세계지식포럼

에서 인구 통계학적으로 볼 때 한국은 2018년 인구절벽에 직면할 것이라며 하루 빨리 대비책을 마련

해야 한다고 했다.(전북도민일보, 2017.06.21.)

4) 농촌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고령화되어 2040년 경 농촌지역 총 인구는 9백 만명 수준이며, 고

령인구(65세 이상) 비중은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제17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2016) 

5) 1990년대 초 일본 오노아끼라에 의하여 처음 등장한 ‘한계마을’은 65세 이상 인구가 50% 이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공동체의 기능 유지가 한계에 달한 상태를 일컬어 제기된 용어이며, 충남개발연구

원에서는 ‘고령화·과소화 등으로 인하여 마을의 다양한 기능 유지가 한계에 달한 마을로 인구의 

공동화, 경제기반의 공동화, 신규커뮤니티의 공동화가 발생하는 마을’이라 재정의하였다.(조영재 외 

6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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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동시에 귀농·귀촌인의 유입과 도농 간 교류 등을 통하여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마을들도 있다. 전원과 영농생활을 위해 농촌으로 떠나는 도시

민들1)로 인하여 근교농촌은 물론 일반농촌마을과 원격지 마을에도 인구가 증

가하고 있다. 따라서 농촌 인구 감소세가 둔화되면서 농촌의 총량 인구 감소 

단계는 종료되고 증가세로 반전할 것이라는 전망과 과소화 마을이 계속 확대

되리라는 예상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성주인 외 3인, 2015a). 이와 같이 

상반된 인구 추이를 보이고 있는 각각의 농촌지역은 자연환경, 생활환경, 영농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분화한 결과이다2). 

특히 수도권 근교농촌은 귀농·귀촌인의 유입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고령화

의 진행이 느리다. 이는 서울로의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전원적 삶을 지

향하는 도시민들의 이주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기(이희연 외 3인, 2015) 

때문이다. 따라서 신규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수도권 근교농촌의 정주문화를 

분석하고 영향요인을 도출하는 것은 농촌 과소화·고령화에 대응하고 미래 농

촌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촌정주환경 가치를 발굴할 수 있는 꼭 필요

한 과정이다.

❚새로운 정주문화를 반영할 수 있는 농촌환경의 필요

농촌 인구의 감소세와 동시에 증가세라는 복잡한 변화 양상이 벌어지고 있

는 가운데 영농환경 뿐만 아니라 생활환경, 생활관습, 공동체 활동 행태 등 우

리나라 농촌 고유의 정주문화도 함께 변화하고 있다3). 과소화·고령화, 그리

1) 감성·가치·여유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어 귀농·귀촌인이 증가하고 휴양공간이나 전원

생활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최지연 외 79인, 2016)

2) 전체적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마을이 70% 전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점을 볼 때, 농

어촌의 인구 유입 우세 경향은 여러 마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일부 마을에 선별적으로 확

인되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성주인 외 3인, 2015a)

3) 전통사회에서 농촌마을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 각종 문화행위 등이 대체로 마을의 범위 안에서 이

루어졌고, 개인 및 개별 가구 단위의 활동보다 공동체 단위의 활동이 중심적인 위치에 섰다.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전통사회에서 마을이 가졌던 기능은 약화되었다. 공동 농작업이나 마을 

단위로 유지되던 생활편익적 기능이 쇠퇴하고 개별 주택 단위의 정주기능이 강화되었다.”(성주인 외 

3인, 201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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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규 인구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농촌마을의 정체성은 해체 과

정1)을 겪고 있으며 삶의 질, 쾌적한 외부환경, 건강, 여가활동 등에 대한 관

심2)과 함께 새로운 농촌정주문화 및 환경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

나 기존 농촌은 이러한 새로운 가능성을 수용하는데 내·외부적인 한계를 지

니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농촌에서 새로운 수요를 받아들여 미래 농촌의 

정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농촌주민의 정주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는 일상적 옥외 여가의 중요성

최근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생활공간이 지역주민의 

휴식과 여가생활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되고 있다.(윤주, 2010) 그리고 세계

화, 기술 발전, 소득수준 향상으로 소비자의 욕구가 다양화되면서 여가활동이 

개인의 삶과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부여하는 생산활동으로 전환될 것이다3).(최

지현 외 79인, 2016) 

농촌마을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고령인구는 비경제활동인이기 때문에 상대

적으로 여유로우며 열악한 교통여건에서 거주하고 있기에 일상생활권 범위 내

에서 활발한 여가활동을 하고 있다. 삶의 질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

는 귀농·귀촌인들도 전원 및 영농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여가활동 및 문화 복

지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러한 여가활동은 개인의 삶의 질 뿐 만 아니라 마

을의 건강하고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수도권 근교 농촌마을의 일상생활권 범위 내 주민들의 옥외 여

1) 근교농촌은 “고령화 사회의 도래, 은퇴세대의 유입으로 귀촌인구가 증가하면서 전통적인 공동체의 

모습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근교농촌의 경우 과거 장소 고착적인 마을의 개념이 와해되고 있으

며 주민 구성, 생활양식, 가치관 등에서 탈산업화, 탈근대화되는 현상을 보인다.”(이희연 외 3인, 

2015) 도로·농수로의 공동 관리나 두레·품앗이 등 농작업 활동은 농가의 감소와 함께 자연스럽게 

활동이 침체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성주인 외 3인, 2015b)

2) “국민 소득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근로조건이 주5일 근무제로 개선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풍요

로운 개인생활을 누리기 위한 문화·여가시간 활용으로 옮겨가고 있다. 또한 미용과 건강에 대한 관

심도 매우 높아져 체력을 단련하고 보기 좋은 신체균형을 잡아주기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

들이 늘어나고 있다.”(이연숙 외 2인, 2013)

3) 농업·농촌·식품 분야에서의 메가트렌드 5개 분류 중 새로운 가치 지향 및 농식품 소비패턴 변화에 

의한 파급영향 중 하나(이용선 외 12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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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간은 이러한 가치를 생산하는 장소로서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자는 이러

한 일상생활권 범위 내 옥외 여가공간을 대상으로 수도권 근교 농촌마을의 여

가실태를 분석하고 주민들의 정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요소를 도출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농촌정주환경 조성에 일조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수도권 근교 농촌마을의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이 농

촌주민의 정주만족도 향상과 관계하는 유의미한 요소임을 밝혀내는 것이다.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미래 농촌마을로의 변화를 위하여 수도권 근교 농촌마을

의 여가실태를 분석하고 정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들의 인문사회학적 

특성과 일상적 옥외 여가공간과 활동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진단을 하여 농촌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활발

한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정주만족도를 높여서 농촌마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하는데 의의가 있다.



- 5 -

2절: 연구의 범위 및 흐름도

1. 공간적 범위

본 연구는 수도권 근교 농촌마을 주민들의 일상적 생활권1) 범위 내 개인주

택 주변 외부공간에서 벌어지는 옥외 여가활동과 공간의 이용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주민의 정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

로 하고 있다. 옥외 여가활동은 일상적 생활권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가장 많

이 이용하는 반개인공간 및 공공공간2)에서 발생하며 주민들 간의 이동과 만

남, 놀이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는 사회화 기능을 가지고 있다(윤주, 

2009). 

❚수도권 근교 전원농촌마을과 일반농촌마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표 1]과 같이 수도권 근교 농촌마을 중 농촌의 

고유 경관을 유지하며 도시화의 영향을 덜 받은 전원농촌마을과 일반농촌마

을3)의 두 가지 유형을 선정한다. 이 유형 외의 마을들은 도시화가 많이 진행

되어 농촌마을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전원농촌마을은 이천시 백사

면 도립1리로서 귀농·귀촌인의 유입이 많은 마을이고, 일반농촌마을은 이천

시 장호원읍 나래2리로서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농가가 많은 전형적인 농촌마

을이다.

전원농촌마을은 귀농·귀촌인 및 관광객이 많은 분포하기 때문에 도시민의 

1) 인간의 생활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정의 통합된 행동영역,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생활욕구와 생활공간

을 일상생활권 또는 제1차 생활권이라 하는데 비교적 소지역이 상정되고 있다.(사회복지학사전, 검색

일 : 2017년 6월 21일)

2) 생활권 공공공간은 “근린생활권 내에 위치하여 접근이 용이하고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목적으로 하

며, 24시간 공공에게 개방되어 있고, 다양한 여가활동과 커뮤니케이션을 촉발시키는 공간”이다.(윤주, 

2009)

3) 수도권 근교농촌의 유형화 결과, 근교농촌은 전원·농촌관광 지역, 베드타운(도시화) 지역, 농·공 혼

재 지역, 일반농촌 지역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이희연 외 3인, 2015) 본 연구자는 농촌의 이미

지가 유지되고 있는 전원·농촌관광 지역과 일반농촌 지역을 전원농촌마을과 일반농촌마을로 재해석

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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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변화를 반영한 일상적 여가 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반

농촌마을을 통해서는 우리나라 일반적인 농촌마을의 일상적 여가 실태를 진단

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두 마을을 비교함으로써 일상적 옥외 여가공간

이 농촌주민의 정주만족도를 향상시키데 관계하는 유의미한 요소임을 밝히고 

농촌마을로 신규 인구를 유도할 수 있는 일상적 옥외 여가환경 요소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수도권 근교농촌

전원농촌마을

(이천시 백사면 도립1리)

↓

귀농·귀촌인 등 도시민의 수요변화에 

따른 일상적 옥외 여가실태 파악

일반농촌마을

(이천시 장호원읍 나래2리)

↓

우리나라 일반적인 농촌마을을 

기초로 하여 일상적 옥외 여가실태 

파악

일상적 옥외 여가공간

[표 1] 연구의 공간적 범위

❚농촌마을의 일상적 생활권 내 옥외 여가공간(이하 일상적 옥외 여가공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수도권 근교 농촌마을 중 여가활동이 발생하는 개

인주택 주변 외부공간으로 설정한다. 특히 도보, 자전거 등의 수단으로 접근이 

용이하며 사람과 사람, 사람과 공간이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일상적 생

활공간을 가리킨다. 이를 ‘농촌마을의 일상적 생활권 내 옥외 여가공간’(이

하 일상적 옥외 여가공간)이라고 한다.

농촌마을 일상적 옥외 여가공간은 반개인공간, 마을입지의 분산지역, 자연적 

경관지역으로 구성된다. 먼저 반개인공간은 개인주택을 둘러싸고 있는 마당을 

가리킨다. 마당1)은 사유지이기는 하나 우리나라 전통문화 특성 상 관혼상제와 

1) 농촌의 마당은 일반적으로 넓은 대지를 가지고 있으며 일상생활을 담기 위한 여백의 공간으로서 항

상 비어 있기 때문에 용도의 전용이 가능하고 융통성이 있다.(권선옥,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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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많은 사람을 접대하고 의식을 행하는 행사가 벌어지거나 농작물 타작·

곡식 건조 등의 생산작업을 하면서 이웃과의 왕래가 잦아서 공공성을 띄는 장

소이다. 이 공간은 전통적인 행사가 점차 감소하고 생산과 관련한 이웃 간의 

협동 등의 관습이 옅어지면서 공간에 대한 이용행태가 변화하고 있다. 마을입

지의 분산지역1)은 마을 내 생산공간과 생활공간이 혼재되어 있는 복합공간으

로서 마을안길, 마을회관, 경로당, 제실, 사당 등과 같이 역사성과 전통성이 축

적되어 있는 장소이다.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생활공간이며 주민들 간 이동 

및 교류를 하며 공감대가 발생하는 공간이다. 자연적 경관지역은 농촌마을을 

둘러싸거나 혼재되어 있는 자연환경으로서 생산 혹은 생활공간에 다양하게 영

향을 미치고 있는 장소이다. 농촌마을 주민이 오래 전부터 이웃 마을 및 지역 

간 이동 및 교류를 해오면서 역사성이 축적되었고 이로 인해 오래된 지명들과 

길들이 자연스럽게 생성되었다. 그리고 점차 주민들의 산책, 운동 등의 여가공

간 혹은 도농교류를 위한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이 본 연구

에서는 농촌마을 일상적 옥외 여가공간을 [표 2]와 [그림 1]과 같이 구성하고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구  분 설  명

반개인공간

(개인정원, 마당)
개인 소유이나 이웃과의 협동 및 공개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공간

마을입지의

분산지역

가장 많이 접하는 생활공간이며 주민들 간 이동 및 교류를 하면서 공감대

가 발생하는 공간

자연적

경관지역

마을을 둘러싸거나 혼재되어 분포하는 산림, 하천, 호수, 강 등 자연요소

로서 농촌마을의 생산·생활환경에 다양하게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공간

[표 2] 농촌마을 일상적 옥외 여가공간 구성

1) 농촌지역의 특성을 국토계획의 공간적 차원에서 농업적 토지이용지역, 자연적 경관지역, 마을입지의 

분산지역이라는 3가지의 커다란 특징을 가진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서주환 외 1인, 1996) 본 연구자

는 이를 재해석하여 농촌마을 일상적 여가공간으로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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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농촌마을 일상적 옥외 여가공간 다이어그램

2. 시간적 범위

본 연구는 2016년 08월에 착수되어 2017년 07월에 완료되었으며 수도권 근

교 농촌마을인 이천시 백사면 도립1리와 장호원읍 나래2리의 일상적 옥외 여

가실태를 약 1년 동안 주기적으로 관찰하며 연구를 진행하였다.

3. 내용적 범위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수도권 

근교 농촌마을 일상적 옥외 여가실태를 이해하고 진단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들

을 고찰한다. 

두 번째, 수도권 근교 농촌마을의 현장조사, 주민심층면담, 그리고 설문조사

를 실시하여 일상적 옥외 여가실태를 심도 있게 분석한다.

세 번째, 정주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농촌정주어메니티 구성요소, 정주만족도

를 향상시키는 농촌마을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 농촌마을 일상적 옥외 여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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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을 분석하여 수도권 근교 농촌마을의 일상적 옥외 여

가와 정주만족도 간의 관계를 도출한다. 이를 통하여 일상적 생활공간이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주민의 여가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더 나아가 여가 수요를 반영한 정주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농촌 변화에 대응하

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하도록 한다.

1. 수도권 근교 농촌마을 일상적 옥외 여가실태를 이해 및 진단하기 위한 선행연구 고찰

2. 수도권 근교 농촌마을의 현장조사, 주민심층면담,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한 일상적 옥외 

여가실태 분석 결과 도출

3-1. 정주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농촌정주어메니티 구성요소, 정주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농촌마

을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 농촌마을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을 분

석하여 수도권 근교 농촌마을의 일상적 옥외 여가와 정주만족도 간의 관계 도출

3-2. 일상적 옥외 여가 수요를 접목한 새로운 농촌정주환경을 조성하여 문화생활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제시

[표 3] 연구의 내용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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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흐름도

1. 서    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연구의 목적

▼

연구의 범위 및 흐름도
· 공간적 범위 · 시간적 범위 · 내용적 범위 · 연구흐름도

▼
2. 이론적 고찰과 연구방법

▼

이론적 고찰

· 농촌마을의 정주환경 변화와 

정주만족도에 관한 연구

· 농촌의 일상적 여가와 

농촌정주어메니티에 관한 연구

▼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 연구모형 · 가설설정 ←

▼ ↑

조사설계와 분석방법

피

드

백

· 연구대상지 선정 

및 개요
· 조사절차 및 내용 · 자료분석틀

▼ ↑

3. 수도권 근교 농촌마을의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 실태분석
▼

연구대상지 물리적 현황분석
↑▼

주민심층면담 내용 및 분석
↑▼

설문조사 내용 및 분석

▼
4. 수도권 근교 농촌마을의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과 정주만족도 간 관계

▼

정주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농촌정주어메니티 구성요소

▼

정주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농촌마을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

▼

농촌마을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

▼
5. 결     론

▼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

[표 4]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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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이론적 고찰 및 연구방법

1절: 농촌마을의 정주환경 변화와 정주만족도에 관한 연구

1. 수도권 근교 농촌마을의 정주환경 변화양상

❚수도권 근교 농촌마을의 유형

우리나라 농촌은 고령화·공동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동시에 신규 인구 

유입, 도농교류 증가로 농촌주민의 구성이 변화하면서 마을의 경제 및 공동체

활동 등의 양상도 함께 바뀌고 있다. 농촌마을은 대도시 접근성 요인이 큰 영

향을 미치지만 어메니티 자원 등의 미시적인 요인에 따라 지역별 다양한 유형

으로 분화되며 이에 따라 농촌의 변화 양상은 더욱 다변화되는 양상이다(성주

인 외 3인, 2015b). 특히 수도권 근교 농촌은 교통발달에 따른 인근 대도시의 

확장, 산업시설의 유입 등으로 도시의 소모적 공간 및 비농업적 토지이용으로

의 확산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귀농·귀촌인의 증가로 전통적인 공동체의 모습

이 크게 변화하여 타 지역에 비하여 정주여건 변화의 양상이 복합적이고 빠르

게 나타나고 있다(이희연 외 3인, 2015).

수도권 근교 농촌마을의 유형 분류는 빠르고 다양하게 분화하고 있는 농촌

지역의 구체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대부분은 전국 단위의 근

교농촌마을, 일반농촌마을, 원격농촌마을로 구분하는 연구가 많다. 근교농촌마

을을 성주인 외 3인(2015)이 다시 전원지역, 농공혼재지역 2가지로 나누었으며 

이희연 외 3인(2015)은 수도권 근교 농촌에 주목하여 전원·농촌관광지역, 도

시화(베드타운) 지역, 농·공혼재지역, 일반농촌지역 4가지로 분류하였다1). 전

원·농촌관광지역은 도시로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자연환경이 양호하여 귀농·

귀촌의 주요 대상지(성주인 외 3인, 2015a)이거나 농촌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

1) 수도권 근교 농촌의 변화 양상에 주목하여 도시화, 농·공 혼재, 여가·관광수요 및 전원주택 증가, 

일반농업 특성 고려한 15개 지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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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가 많았으며 도시화 지역은 아파트의 비율이 62.7%로 가장 높고 서울

에 인접한 주거 지역들이 이에 속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시로 승격될 가

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점차 농촌의 모습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농·공 혼재지역은 농촌 성격과 공업 지역의 성격을 동시에 보이는 지역이며 

일반농촌지역은 단독주택과 전·답의 비율이 높고 다른 지역들과 같은 특이점

이 보이지 않는 일반적인 농촌지역이다. 두 연구 모두 수도권 근교 농촌을 대

변하는 특수한 유형으로 전원농촌지역과 농·공혼재지역에 주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농촌만의 경관을 간직하고 농촌의 특성을 대변하여 미래 농촌정주

환경으로서 연구가치가 있는 전원농촌지역과 일반농촌지역을 다루고자 한다.

❚수도권 근교 농촌마을의 정주환경 변화와 귀농·귀촌인의 역할

수도권 근교 농촌을 대변하는 특수한 유형으로서 전원·관광농촌지역과 

농·공혼재지역을 분석하여 정주환경 변화양상을 [표 5]와 같이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이는 인구구성 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 변화양상의 첫 번째는 인구구성의 변화이다. 수도권 근교 농촌에는 

귀농·귀촌인, 공장근로자 등 다양한 유형의 인구가 유입 중이며 각각 마을 

정주환경에 기여하는 정도가 다르다. 전원과 영농생활을 누리기 위하여 거주

지역을 ‘선택’한 귀농·귀촌인은 마을공동체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경관

을 비롯한 마을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참가한다. 그러나 공장

근로자 등과 같은 유형은 마을 및 공동체 발전에 관심이 없으며 마을주민의 

문젯거리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는 경관의 변화이다. 귀농·귀촌인

의 전원주택, 공장, 신축원룸과 같은 다양한 건물들이 무분별하게 입지하여 농

촌경관의 변화를 발생시키고 있다. 전원주택은 수요자의 기호에 따라 아름다

운 경관을 찾아서 높은 고도에 입지하고 있고 공장들은 도로변 등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하여 시각적으로 두드러지며 농촌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있

다. 세 번째는 농촌의 고령화·공동화에 따라 상업적인 목적의 농업활동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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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으로 침체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공동농작업 활동도 감소하고 있다. 그러

나 네 번째, 마을공동체활동과 관계하여 6차산업화와 관련한 농가 민박, 농산

물 직거래 등과 같은 활동들은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풍요로운 삶의 질에 관심이 많은 귀농·귀촌인들은 원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생활권 범위가 보다 자유롭고 광역적이다.

구  분 전원·관광농촌지역(양평군 서종면) 농·공혼재지역(화성시 장안면)

인구구성

의 변화

귀농·귀촌인의 지속적 증가 

대부분 서울에서 유입된 인구이며 주 

연령대는 60대 이상의 은퇴자이자 소

비수준이 높은 외지인

대부분 비농업인으로서 특별한 경제활

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의 

경우 관광서비스업, 상업서비스업, 예

술·창작활동 종사

독거가구비율의 증가

공장근로자들은 대부분 1인 가구 및 

외국인

경관의 

변화

경관이 좋은 지역 중심으로 고급 전원

주택의 지속적 증가

개별공장, 신축건물의 지속적 유입

농촌경관의 훼손

대기오염 및 소음문제 발생

경제활동

의 변화

낮은 농가 비율

농업활동 및 농업용지의 감소추세

상업적인 목적의 농업보다는 자급자족 

형태의 농업활동 증가

비교적 활발한 농가 민박 및 농산물 

직거래 등

높은 농가 비율

농업활동의 침체

활발한 농산물 직거래

비농사 중 37.3%가 제조업

공동체의 

변화

마을단위 공동체 활동(마을공동작업, 

마을애경사, 단체관광, 주민회의, 마을

사업)은 증가

공동농작업 활동 및 농수로 관리 등 

농업관련활동은 크게 감소

공장관계자들의 지역사회활동 미참여 

및 협의 부족

마을단위 공동체 활동은 비교적 활발

공동농작업 활동 및 독서·스포츠 등 

여가활동 침체

생활권의 

변화

기초적인 서비스 이용은 마을 인근에

서 이루어지나, 고차위 서비스 및 전문

적 진료는 대도시 접근성이 좋으므로 

인근 시·군, 서울시 등 광역적 범위

대부분 읍면소재지이나 여가문화활동 

및 전문적 진료를 위해서는 인근 시군 

범위

[표 5] 수도권 근교 농촌마을의 전반적인 정주환경 변화양상

이희연 외 3인(2015)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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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마을의 구성원이 농촌마을별로 다변화되고 차이를 보임에 따라 

어떠한 주민들이 마을에 거주하며 마을공동체활동을 주도하느냐가 정주환경을 

포함한 마을의 활성화 경로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성주인 외 3인, 2015). 귀

농·귀촌인 내부적으로도 마을공동체 참여 양상이나 지향하는 가치 등 성향 

차이를 보이지만 마을발전의 핵심주체로서 활동하는 이들이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농촌마을의 인구유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 및 공동체활동의 다각

화와 미래 농촌 정주환경을 위하여 귀농·귀촌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2. 농촌주민의 정주만족도

❚농촌주민의 정주만족도

주민의 삶의 질이나 정주만족도1)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힘을 기울이고 있다. 농촌

분야에서도 주민들의 정주만족도를 높이고자 관련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정희교(2012)는 편리성 요인, 안정성 요인, 건강성 요인, 사회성 요인에 

따른 농촌 노인들의 전반적 주거만족도2)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 결

과 전반적 주거만족도는 3.88점(5점 만점)이었으며, 편리성 요인(은행, 병원, 시

장, 대중교통)에 따른 주거만족도는 3.19점, 안정성 요인(미끄러짐, 넘어짐, 도

난이나 범죄)은 2.92점, 건강성 요인(공기, 온도, 채광, 환기상태)은 3.96점, 사

회성 요인(동네이웃 관계, 자녀/동거가족 관계, 친구관계)은 4.11점이라는 결과

를 도출하였다. 전반적인 주거만족도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사회성 요인 측

면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았으며 안정성 요인 측면에서 가장 낮았다. 배웅규 

외 3인(2014)은 농촌지역을 자연환경 등의 유형에 따라 지역을 구분하고 마을

별 거주환경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또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3가지로 나누어 

1) 인간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정주환경)은 상호 밀접한 관계로 하나의 복합체를 이룬다.(정희교, 

2012)

2) 거주자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사회적, 물리적 환경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느낌이다.(정희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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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하였으며 전반적인 농촌생활의 만족도는 6.5점, 거주주택에 대한 만족도는 

6.6점, 마을환경 및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7.7점이라는 결론을 도출하

였다. 가장 만족도가 높은 항목은 마을환경 및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것이며 

이는 주민들이 본인의 거주주택에서보다 농촌의 자연과 물리적인 환경에서 행

복감을 더 많이 느낀다고 볼 수 있다. 

구  분 목적 및 내용 영향요인

박대식 외 

1인

(2007)

도·농간의 삶의 질 격차를 객관적이고 효

율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지표들을 점수

화·가중치 산정하여 삶의 질 지표의 지수

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2005년도 

우리나라 국민 전체 삶의 질 지수는 

49.260, 농촌은 47.576, 도시는 53.167로 

농촌이 도시보다 삶의 질 지수가 낮았다.

소득, 소비, 직업, 건강, 의료서비

스, 안전, 기초생활여건, 주택, 정

보·통신여건, 대중교통여건, 생활환

경의 쾌적성, 교육서비스, 사회교

육기회, 학교교육기회, 사회복지서

비스, 전반적 복지, 이웃관계, 가정

생활, 문화·여가시설

배웅규 외 

3인

(2014)

농촌지역을 자연환경 등의 유형에 따른 지

역을 구분하고 마을별 거주환경의 특징과 

주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주민들의 농

촌생활에 대한 만족감은 주로 어떠한 부분

과 관련성이 높은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인 농촌생활의 만족도는 6.5점, 거주

주택에 대한 만족도는 6.6점, 마을환경 및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7.7점으로 

도출되었다.

①거주주택

②마을환경 및 주민공동시설

정희교

(2012)

농촌 노인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주택특

성, 가족특성에 따라 주거만족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전반적 주거만족

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 주거만족도는 3.88점(5점 

만점)이었으며, 사회성 요인(동네이웃 관계, 

동거관계, 친구관계)은 4.11점, 건강성 요

인(공기, 온도, 채광, 환기상태)은 3.96점, 

편리성 요인(은행, 병원, 시장, 대중교통)에 

따른 주거만족도는 3.19점, 안정성 요인(미

끄러짐, 넘어짐, 도난이나 범죄)은 2.92점

으로 도출되었다.

①편리성 요인, ②안정성 요인, ③

건강성 요인, ④사회성 요인

[표 6] 농촌주민의 정주만족도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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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촌의 삶의 질·정주만족도를 비교하는 연구들도 있는데 박대식 외 

1인(2007)은 도·농간의 삶의 질1) 격차를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평가하기 위

하여 지표들을 점수화하고 가중치를 산정하여 삶의 질 지표의 지수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조사 결과, 2005년도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삶의 질 지수는 

49.260이며 농촌은 47.576, 도시는 53.167으로 농촌이 도시보다 삶의 질 지수가 

낮았다.

❚귀농·귀촌인의 정주만족도

최근 농촌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는 귀농·귀촌인들의 정주만족도 실태를 조

사하는 연구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 조영재 외 1인(2012)은 농촌지역 전원주

거단지를 중심으로 물리적, 인문·사회적, 경제적 여건에 대한 정주실태와 입

주자의 만족도를 분석한 후 향후 전원주거단지 조성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해당연구에서는 물리적 여건(자연환경, 전원경관, 주택시설, 주거환경)이 전원

주거단지 입주결정의 가장 큰 요인이며 일반적으로 농촌지역의 정주환경적인 

측면에서 주된 문제점으로 다뤄지고 있는 경제적 여건(교육여건, 경제적 활동

여건)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문·사회적 여건에서

는 주민 커뮤니티 활동이 양호할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적 여건

에 대한 만족도는 타 만족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조영재 외 1

인(2013)은 일반마을과 전원주거단지에 따른 귀농·귀촌인의 정주현황을 비교 

분석하였는데 일반마을로의 이주자는 주로 귀농을 목적2)으로 하여 안전 및 

편의,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며 전원주거단지의 이주자는 주로 귀촌, 건강관리

1) 삶의 질은 객관적 요소(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대변하는 상황조건의 질)와 주관적 요소(주

관적인 안녕, 개인의 발전, 성장 등을 대변하는 인간의 질)를 포함하는 개념이다.(박대식 외 1인, 

2007)

2) 귀농·귀촌인을 ‘경제적 성공 추구’, ‘전원적 삶 추구’, ‘가족생활 추구’, ‘도시생활회피 추

구’, ‘영농승계추구’의 5개 귀농·귀촌동기에 따라 유형화하였으며 이 중에서 전체변량을 가장 많

이 설명하는 귀농동기 차원은 ‘경제적 성공 추구’, ‘전원적 삶 추구’로 나타났고 이 같은 결과는 

귀농자들이 ‘전원적 삶 추구’를 가장 중요한 귀농동기로 고려하고 있음을 나타낸다.(이민수 외 1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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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목적이여서 커뮤니티환경이나 투자가치를 고려하고 있었다. 정주환경에 대

한 만족도는 크게 주거환경, 경제적 활동, 커뮤니티 활동의 3가지로 크게 구분

하였는데 먼저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전원주거단지, 경제적 활동 만족도

는 반대로 일반마을로의 이주자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커뮤

니티 활동 만족도에 있어서는 귀농·귀촌인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거주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원주민과 교류활동을 많이 할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구  분 목적 및 내용 영향요인

조영재 외 

1인

(2012)

농촌지역 전원주거단지를 중심으로 정주실태와 

입주자의 만족도를 분석한 후 향후 전원주거단지 

조성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물리적 여건

(자연환경, 전원경관, 주택시설, 주거환경)이 전원

주거단지 입주결정의 가장 큰 요인이며 인문·사

회적 여건에서는 주민 커뮤니티 활동이 양호할수

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적 여건에 대

한 만족도는 타 만족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①물리적 여건, ②인문·사회

적 여건, ③경제적 여건

조영재 외 

1인

(2013)

일반마을과 전원주거단지의 귀농·귀촌인의 정주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크게 주거환경, 경제적 활

동, 커뮤니티 활동의 3가지로 크게 구분하였는데 

먼저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전원주거단지로, 

경제적 활동 만족도는 반대로 일반마을로의 이주

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커

뮤니티 활동 만족도에 있어서는 귀농·귀촌인의 

학력이 높을수록 거주기간이 길수록 원주민과 교

류활동을 많이 할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①주거환경, ②경제적 활동, 

③커뮤니티 활동

최윤지 외 

2인

(2014)

귀농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귀농 특성에 따른 

정주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체

적인 정주만족도는 3.24점(5점 만점)으로 보통을 

약간 상회하며,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3.83

점, 생활시설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는 2.61점으

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①생활시설 편리성, ②자연

환경, ③교통환경, ④이웃관

계, ⑤농업환경, ⑥주택환경

[표 7] 귀농·귀촌인의 정주만족도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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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지 외 2인(2014)은 귀농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귀농 특성에 따른 생

활시설 편리성, 자연환경, 교통환경, 이웃관계, 농업환경, 주택환경 요인별(6개) 

정주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인 정주만족도는 5점 만점에 

3.24점으로 보통을 약간 상회하며,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3.83점으로 가장 

높으며 생활시설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는 2.6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3. 시사점

본 연구는 농촌마을 주민의 정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일상적 옥

외 여가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민의 인문사회학적 특성 및 마을의 일

상적 여가공간이 주민의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더 나

아가 정주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고령

화·새로운 인구 유입 등의 농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정주문화 및 

공간을 조성하는데 나아가야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수도권 근교 농촌마을의 정주환경 변화 양상은 신

규 인구 유입 유형에 의하여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으며 귀농·귀촌인 중에서

도 농촌에서의 거주 목적 등에 따라서 정주 양상이나 지향하는 가치의 차이를 

보였다.

박대식 외 1인(2007), 배웅규 외 3인(2014), 정희교(2012), 조영재 외 1인

(2012), 조영재 외 1인(2013), 최윤지 외 2인(2014)의 연구를 종합하여 보면 농

촌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보통을 상회하거나 양호한 수준이었다. 그리고 

귀농·귀촌인을 포함한 농촌주민들의 정주만족도 영향요인 중 자연환경 및 마

을공동체 요인에 대한 만족도가 특히 높게 평가되고 있었고 도시와 다른 차원

에서 농촌만의 일상적 옥외 여가공간이 마련될 수 있는 잠재성은 상당하였다. 

따라서 자연환경 및 마을공동체 요인에 따른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 그리고 

정주만족도 간의 정(+)의 관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에 신규 유입 

인구 즉 귀농·귀촌인의 역할 및 영향이 존재할 것이라고 예측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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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근교 농촌마을의 정주환경 변화는 신규 인구 유입의 유형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다.

· 귀농·귀촌인을 포함한 농촌주민의 정주만족도는 양호한 편이며, 특히 마을환경 및 마을공

동체 요인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평가되었다.

→ 마을환경 및 마을공동체 요인과 관계한 농촌주민의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이 발생하고 있

으며 정주만족도와의 정(+)의 관계가 성립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에는 귀농·귀촌인

의 영향이 존재할 것이다.

[표 8] 농촌마을의 정주환경 변화 양상과 정주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통한 주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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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농촌의 일상적 여가와 농촌정주어메니티에 관한 연구

1. 일상적 옥외 여가의 정의 및 효과

❚일상적 옥외 여가의 정의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건강, 여가, 문화 등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건강 및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서비스는 특정 계층에만 국한

되지 않고 모든 국민을 위한 복지증진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이연숙 

외 2인, 2013) 이러한 흐름에 따라 주변환경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간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농촌 또한 수요의 변화에 따라 공간의 재탄생을 모

색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되고 열악한 교통여건을 가진 농촌에서는 일상적 생

활권 범위에서 누릴 수 있는 여가활동과 공간이 주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여가활동은 진지한 여가(serious leisure)1)이기보다는 

일상적 여가의 성격을 지닌다. 현재 여가학적으로 일상적 여가(casual leisure)

보다는 진지한 여가를 다루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농촌 분야에서는 

특히 농촌노인에게 주목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구  분 설  명

박광원 외 2인

(2016)

특별한 훈련이나 기술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즉흥적인 내적 보상과 쾌락을 

가져다주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

박유진

(2002)

진지한 여가(serious leisure)와 대치되며, 즉각적이고 내적인 보상이 있으

며 단기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활동

TV보기, 공원 산책, 친구만남 등

Stebbins

(1997)

즉각적이며 내적으로 보상되는 비교적 순간적으로 경험되는 즐거운 활동

으로서 참여하는 데 있어 거의 특별한 훈련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활동

[표 9] 일상적 여가의 정의

1) Robert Stebbins의 ‘진지한 여가’에서 여가를 일상적 여가, 프로젝트형 여가, 진지한 여가로 분류하

여 소개하고 있으며 진지한 여가(serious leisure)란, “특수한 기술·지식·경험을 획득하고 표출하는 

충분히 본질적이고 재미있고 참여자가 경력을 쌓아가는 성취감 있는 체계적인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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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일상적 여가란 Stebbins(1997), 박광원 외 2인(2016), 박유진(2002)이 [표 

9]에서와 같이 정의한 것을 종합해보면 ‘즉흥적인 내적 보상과 즐거움을 추

구하며 특별한 훈련이나 기술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말한다. 그리고 

농촌마을 일상적 옥외 여가란 ‘농촌마을 내 옥외공간에서 누릴 수 있는 일상

적 여가’를 일컫는다.

❚일상적 여가의 효과

일상적 여가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박광원 외 2인(2016)은 일상적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참여자 6명을 선별하여 이들로부터 일상적 여가 경험의 

요소를 분석하였다. 일상적 여가 활동자들은 첫 번째, 부담 없는 자유시간과 

시간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있으며 두 번째, 일과는 다른 차원의 몰입과 재미

를 경험할 수 있으며 세 번째, 타인에 대한 상호이해와 관계 구축이 가능하다

는 3가지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오세숙 외 3인(2012)은 진지한 여가와 일

상적 여가를 비교하기 위하여 대학생 291명의 자료를 분석하고 일상적 여가의 

심리적 기능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진지한 여가형 집단의 신체적 

건강, 대인관계, 자기조절감, 여가만족도가 일상적 여가형 집단보다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나 자아존중감, 행복, 삶의 질에서는 두 집단 모

두 높은 수준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정훈 외 1인(2016)은 2011년 노인실태조

사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도시와 농촌 노인을 대상으로 주관적 건강수준에 영

향을 주는 요인들(개인적 특성, 사회적 관계망, 근린여가활동)을 비교하였다. 

특히, 노인들의 경우 이웃을 자주 만나고 근린에서의 여가활동을 많이 할수록 

건강 수준이 양호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안종철 외 1인(2014)은 농촌 노인

의 사회활동과 여가활동, 주관적 삶의 질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324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해당연구에서는 농촌노인의 활동을 사회활동(경

제활동, 종교활동, 자원봉사활동, 지역사회참여활동)과 여가활동(취미활동, 학

습활동, 사교활동, 소일거리)으로 세밀하게 분류하였으며 이 두 활동은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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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정헌

(2010)은 도시와 농촌 노인들의 라이프스타일 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도시 

노인(대구광역시 중구와 서구 거주)과 농촌 노인(경북 의성군 거주)을 대상(설

문지 458부)으로 실태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농촌 노인들이 도시 노인들보다 

지속적인 운동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 도시 노인들은 여가활동 참여비율이 더 

높았다. 동료관계의 질은 농촌 노인들이, 가족관계 질은 도시 노인들이 더 좋

다고 평가하였다.

구  분 목적 및 내용 방법

박광원 외 

2인

(2016)

일상적 여가활동자들의 경험 요인을 분석하여 첫 번째, 부담 없는 

자유시간과 시간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있으며 두 번째, 일과는 다

른 몰입과 재미를 경험할 수 있으며 세 번째, 타인에 대한 상호이

해와 관계 구축이 가능하다는 3가지 결론을 도출하였다.

면접조사

안종철 외 

1인

(2014)

농촌 노인의 사회활동과 여가활동, 주관적 삶의 질 간의 인과관계

를 분석하여 사회·여가활동은 농촌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설문조사

오세숙 외 

3인

(2012)

진지한 여가와 일상적 여가를 비교하여 일상적 여가의 심리적 기

능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진지한 여가형 집단의 신체적 건강, 대인

관계, 자기조절감, 여가만족도가 일상적 여가형 집단보다 통계적으

로 높게 나타났으나, 자아존중감, 행복, 삶의 질에서는 두 집단 모

두 높은 수준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설문조사

이정헌

(2010)

도시와 농촌 간 노인들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을 비교하여 건강하고 

유익한 삶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일상적 여가와 관련된 내

용으로는 농촌 노인들이 도시 노인들보다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 도시 노인들은 여가활동 참여비율이 더 높았

다. 동료관계는 농촌 노인들이, 가족관계는 도시 노인들이 더 좋았

다.

설문조사

이정훈 외 

1인

(2016)

도시와 농촌 노인을 대상으로 주관적 건강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

인들(개인적 특성, 사회적 관계망, 근린여가활동)을 비교하였다. 특

히, 노인들의 경우 가까운 이웃을 자주 만나고 근린에서의 여가활

동을 많이 할수록 건강 수준이 양호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노인

실태조사

분석

[표 10] 일상적 여가의 효과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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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들을 통하여 일상적 여가 및 근린여가가 이웃 간 교류(사회적 

관계 증진),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자기계발, 주변환경개선 등의 다각적인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2.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 및 공간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 및 공간에 대한 연구로는 윤주 외 1인(2009)이 도시

에서의 생활권 여가공간 현황분석 및 실태조사를 통하여 생활권 여가공간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생활권 여가공간은 생활권 공공공간 중에서 지

역조직 활동, 문화활동, 운동, 옥외 레크리에이션 등의 여가활동이 주로 일어

나는 여가공간이며, 근린생활권에서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여가활동

을 전개하기에 적합한 공간”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연숙 외 2인(2013)은 도시

민의 야외운동장소의 접근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서울시 12개 장소의 운동기

구 이용자(설문지 918부)를 대상으로 밀도 및 거리분석을 실시하였다.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최지현 외 79인(2016)이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2014), 국민여가활동실태조사(2014) 등을 활용하여 여가활동 목적, 주된 여가

활동, 주된 여가활동 장소, 여가활동 장소까지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및 편

도 소요시간, 희망하는 문화·여가활동, 문화·여가생활 만족도 등의 문화·여

가생활 부문 실태를 정리한 바가 있다. 농촌사회는 고령화와 맞물려 주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이에 따라 건강 관련 여가활동 지원이 필요할 것

이라고 하였다. 농어촌 주민의 주된 여가활동으로는 TV 및 라디오 시청이 가

장 높았으며 스포츠 관련 활동, 휴식, 문화예술 관련 활동, 취미활동, 여행, 독

서, 신문·잡지 보기,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순이었다. TV 및 라디오 시청 

활동이 가장 많으므로 농어촌 주민의 주된 여가활동 장소도 자택(집)으로 나타

났으며 다음으로 민간시설, 마을 내 공동시설, 읍면 공공시설, 시군 공공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 장소까지 주로 이동하는 교통수단으로는 자가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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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중이 가장 낮았다. 문화·

여가생활 만족도에 관해서는 ‘약간 불만족한 수준(38.7점)’으로 나타났다.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과 공간에 대한 연구들은 대상지가 도시의 공공공간이

거나 대상자가 도시민 혹은 노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농촌에서는 노인 

복지적인 측면에서 여가의 효과에 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으며 농촌진흥청

에서 실시한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외에는 관련활동이나 공간에 주목한 실태

조사 및 연구는 미비하다. 

구  분 목적 및 내용 대상지 / 방법

윤주 외 

1인

(2009)

도시에서의 생활권 여가공간의 현황분석 및 실태조사를 

통하여 생활권 여가공간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삼미어린이공원, 

방화근린공원

/ 사례조사, 

설문·면담조사

이연숙 외 

2인

(2013)

도시민의 야외운동장소 및 이용자를 조사하여 장소의 입

지·규모, 이용자의 성별·나이·성향·자전거 이용의 유무, 평

일과 주말의 이용행태, 날씨 등의 영향요인에 따라 장소에 

대한 접근특성을 도출하였다.

서울시 12개 

야외공간 / 

설문조사

최지현 외 

79인

(2016)

여가활동 목적, 주된 여가활동, 주된 여가활동 장소, 여가

활동 장소까지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및 편도 소요시간, 

희망하는 문화·여가활동, 문화·여가생활 만족도 등의 문화·

여가생활 부문 실태를 정리하였다.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2014

), 

국민여가활동실태

조사(2014) 참고

[표 11]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 및 공간에 대한 연구

3. 농촌정주어메니티의 정의와 구성요인

❚농촌정주어메니티의 정의

어메니티(Amenity)에 대한 논의는 19세기 유럽에서 산업혁명으로 인해 각종 

주거환경 악화 문제가 대두되자 공중위생 및 보건, 생활환경의 개선 등 도시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도시계획의 원리로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 선진국을 중심으로 농촌에 산재해 있는 다양하고 고유한 자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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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어메니티(Rural Amenity)라는 가치와 유형으로 분류하고 농촌의 내생적 발

전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농촌어메니티는 농촌의 개발과 정비를 

위한 정책적 용어와 수단으로서 많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OECD(1999)에서는 

농촌어메니티를 "단순히 쾌적한 환경이라는 의미보다는 농촌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요소들로서 사회구성원들에게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제공하는 자원

"이라고 정의하였다. 남기천(2012)은 농촌어메니티를 “농촌의 환경성을 유

지·활용하여 농촌지역에 인적·경제적 역동성 조성과 생활환경의 편리성·쾌

적성을 기반으로 한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정리하였으며 이 농

촌어메니티를 고려하여 농촌지역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

는 진단지표 개발 및 적용·분석하여 그 결과에 맞는 지역의 발전방향을 제시

하였다. 박창석 외 2인(2002)은 농촌어메니티를 “농촌의 자연, 사회, 문화 전

반에 바탕을 두고 농촌주민의 삶의 질·쾌적성 및 도시민의 관광적 욕구를 높

일 수 있는 구체적인 유·무형의 자원”이라고 정의를 내렸으며 이를 농촌주

민이 지닌 정주기능으로서의 생활자원화와 도시민이 보이는 방문기능으로서의 

관광자원화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각각의 측면에서 농촌자원의 

중요도와 순위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서주환 외 1인(2012)은 농촌어메니티자원

을 “농촌공간에 존재하면서 우리에게 친근감과 쾌적감을 주는 모든 소재들과 

그것이 연출하는 이미지”(농촌진흥청)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농촌지역 방문자

인 도시민의 라이프스타일이 농촌어메니티자원의 선호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규명하고 각 농촌어메니티자원의 선호도에 어떠한 변수들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농촌어메니티에 대한 연구는 농촌이 농경의 생활장소와 근무처라는 두 가지 

장소로서의 특성을 가지게 됨에 따라 주민들의 정주환경적인 측면과 방문객의 

관광환경적인 측면에서 구분되어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그 관련자원에 대한 

평가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주민의 정주환경적인 측면에서 일상적 옥외 여가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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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농촌어메니티의 가치를 다루고 있으며 농촌정주어메니티를 ‘농촌주민이 

자연, 사회, 문화와 어우러지며 쾌적하게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

치는 유·무형의 자원’이라고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 농촌정주어메니티의 구

성요인과 요소는 주민의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과 공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  분 목적 및 내용 농촌어메니티 정의 농촌어메니티 분류

남기천

(2012)

농촌지역정책의 문제점

을 도출하여 이를 보완

할 수 있는 농촌지역 진

단지표를 개발하여 지역

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농촌 환경성을 유지·

활용하여 농촌지역에 

인적·경제적 역동성 

조성과 생활환경의 

편리성·쾌적성을 기

반으로 한 농촌지역

의 지속가능한 발전

-

박창석 외 

2인

(2002)

농촌어메니티를 농촌주

민의 정주기능으로서의 

생활자원화와 도시민의 

방문기능으로서의 관광

자원화로 구분하고 이를 

토대로 농촌자원의 중요

도와 순위적 관계를 분

석하였다.

농촌의 자연·사회·문

화 전반에 바탕을 두

고 농촌주민의 삶의 

질과 쾌적성 및 도시

민의 관광적 욕구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 

유·무형의 자원

①자연적자원(환경자원, 자연

자원, 자연경관)

②문화적자원(문화경관, 역사

자원)

③사회적자원(시설자원, 경제

활동자원, 공동체활동자원)

서주환 외 

1인

(2012)

도시민의 라이프스타일

이 농촌어메니티자원의 

각각의 선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

고 각 농촌어메니티자원

의 선호도에 어떠한 변

수들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농촌공간에 존재하면

서 우리에게 친근감

과 쾌적감을 주는 모

든 소재들과 그것이 

연출하는 이미지

①자연적자원(환경관리시설

자원, 지형자원, 동물자원, 

수자원, 식물자원)

②문화적자원(전통자원, 경관

자원)

③사회적자원(시설물자원, 특

산자원, 공동체자원)

[표 12] 농촌어메니티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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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정주어메니티의 구성요인과 요소

농촌정주어메니티의 구성요인은 자연성, 지역성, 문화서비스성, 공동성1)의 

4가지로 분류하였다. 먼저 농촌은 농촌 고유 산하의 모양과 논·밭이 농촌경

관을 형성하고, 자연의 조절현상을 따르며 비교적 완만한 생산과 생활을 영위

함으로써 도시보다 우월한 환경보전 기능을 가진다(자연성, naturalness)(서주

환 외 1인, 1996).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 정주 및 생산공간으로서 고유 역

사성과 전통성을 축척하였다(지역성, locality). 또한 농촌은 농림업적인 토지이

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 농용수 등과 관련하여 지역 차원에서

의 공동관리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주거지 중심의 밀접한 공동체를 기반으

로 한 마을행사, 명절, 관혼상제, 그 밖의 다른 축제 등에 의하여 농촌문화의 

민속성이 축척되는 곳이기도 하다(공동성, communality)(서주환 외 1인, 1996). 

구성요인 구성요소 비고

자연성

naturalness

산림 - 산, 생태계(비오톱), 마을숲, 수목 등 자연적 

경관지역수 - 하천, 호수, 바다, 습지 등

지역성

locality

생활시설

- 공공공간 : 마을안길, 정자, 마을화단, 소

공원, 벽화, 담장, 주차장, 마을회관 앞, 

빨래터, 도랑 등

- 반개인공간 : 개인주택의 마당(정원), 개

인의 관리활동
마을입지의 

분산지역, 

반개인공간문화역사시설 - 마을숲, 당산목, 사당, 마을우물, 묘지 등

문화서비스성

cultural 

serviceability

문화서비스시설
- 공원, 산책로, 커피숍, 어린이집, 놀이터, 

체육시설, 마을학습프로그램,  등

공동성

communality
- - 공동체의 관리활동, 각종 마을행사 -

[표 13] 농촌정주어메니티 구성요인 및 요소

1) 서주환 외 1인(1996)은 농촌지역의 특성을 원론적으로 자연성, 복합성, 속지성, 공동성의 4가지로 분

류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차용 및 재해석하여 농촌정주어메니티의 구성요인을 

자연성, 지역성, 문화서비스성, 공동성으로 구분하였다.



- 28 -

마지막으로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영유하고자 하는 시대적 트렌드가 농촌지

역 정주환경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주민들이 문화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유무형의 자원들이 농촌에 등장하고 있다(문화서비스성, 

cultural serviceability). 문화서비스성은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농촌주

민의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 및 공간과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요인이며 자연성, 

지역성, 공동성은 간접적으로 관계하는 요인이다. 그리고 이를 구성하는 요소

로는 [표 13]과 같다.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일상적 여가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도시를 대상으

로 한 근린환경, 공공공간, 생활권에서 발생하는 문화여가활동을 다루고 있었

다. 그러나 농촌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대부분 농촌 노인에 주목하고 있으

며 그들의 정주만족도나 건강에 미치는 여러 영향요인들 중 하나로서 여가활

동이 언급되고 있었다. 여가활동은 정주만족도 향상에 영향을 미치며 농촌노

인들은 특히 이웃을 자주 만나고 근린에서 여가활동을 많이 할수록 건강수준

이 양호하였다. 

농촌마을의 일상적 생활권에서 이루어지는 주민의 여가활동은 농촌의 불량

한 여건에 따라 다채롭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기에 논의 대상으로 주목받

지 못하였고 도시에 비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적 흐

름과 함께 농촌을 구성하는 인구의 특성이 변화하면서 일상적 생활권 범위 내

에서 풍요로운 여가활동을 누리고자 하는 주민들의 욕구가 증가하고 옥외 여

가활동의 공간인 근린환경에 대한 가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농촌마을의 정주환경 중 일상적 옥외 여가에 관한 실태분석 및 정주만족도와

의 관계에 관한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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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수도권 근교 농촌마을 주민의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과 공간에 대

한 이론적 고찰과 현장조사 및 주민심층면담 결과를 근거로 하여 아래와 같은 

연구모형과 가설을 최종 설정하였다. 선행연구를 보면 농촌마을의 자연환경과 

커뮤니티 자원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가 특히 높았으며 이웃과 교류를 많이 하

고 근린에서 여가활동을 많이 할수록 주민의 건강이 양호하였다. 그리고 마을

에 새로 유입된 인구는 마을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으나 그들의 

성향은 귀농·귀촌한 목적 등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귀농·귀촌인 집

단이 각 마을의 여가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러한 인구구성원 집단 

및 마을의 다양한 요인에 따라 여가의 양상에도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측

할 수 있다. 즉 주민들은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바탕으로 여가활동을 하면서 

정주만족도를 느끼고 이는 마을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양상의 차

이가 존재할 것이라는 논리구조를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를 바탕으로 아래 [그림 2]와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농촌

정주어메니티 구성요소는 주민의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 그리고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은 주민의 정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전원관광마을과 일반농촌마을

에 따라 양상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 본 연구모형의 흐름이다.

[그림 2]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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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설정

본 연구에서는 전원농촌마을과 일반농촌마을의 일상적 옥외 여가실태 분석

을 통하여 마을 간 여가 양상의 차이를 발견하고 정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일상적 옥외 여가공간과 활동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은 ‘마을유형에 따라 주민의 정주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일상적 옥외 

여가공간과 활동은 다르다’로 설정한다. 그리고 귀농·귀촌인은 삶의 질과 

여가에 관심이 많으므로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있을 것이며 귀농·귀촌

인의 성향에 의하여 마을 간 여가 양상의 차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하

여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은 ‘귀농·귀촌인 집단은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을 

활발히 참여한다’로 설정한다. 

가설 1) 마을유형에 따라 주민의 정주만족도 향상과 관계하는 일상적 옥외 여가공간과 활

동은 다르다.

→ 농촌마을 주민들이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을 다양하고 활발하게 할수록 정주만족도가 

높음을 밝히며 그러한 여가활동은 이웃과의 잦은 교류나 마을환경과 관계할 것이다.

가설 2) 귀농·귀촌인 집단은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을 활발히 참여한다.

→ 귀농·귀촌인 집단이 농촌마을의 일상적 옥외 여가를 이끌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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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조사설계와 분석방법

1. 연구대상지 선정 및 개요

❚연구대상지 선정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수도권 근교 농촌마을의 일상적 옥외 여가공간으

로서 시대적 요구가 빠르게 반영되는 수도권 근교 농촌마을의 여가 양상을 분

석하여 미래 농촌 정주환경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수도권 근교 농촌마을 중에서는 농촌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전원

농촌마을과 일반농촌마을의 두 가지 유형을 선정한다. 

연구대상지인 두 농촌마을의 선정기준은 첫 번째, 두 마을이 수도권 동일지

역(시·군)에 위치하여야 하며 두 번째, 두 마을이 비슷한 인구규모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인구가 증가 및 유지가 되고 있어야 한다. 세 번째, 농촌의 특성

을 보전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각각 전원농촌마을과 일반농촌마을의 특성을 지

녀야 한다. 현장조사를 통하여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연구대상지를 선정하

였으며 수도권 근교 지역(시·군)은 경기도 이천시로 하고 전원농촌마을은 백

사면 도립1리, 일반농촌마을은 장호원읍 나래2리가 연구대상지이다.

❚연구대상지 개요

[그림 3] 이천시 인구추이(KOSIS, 2017.02.15.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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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1) 지역의 인구는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그중 경기도 이천

시도 마찬가지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3]과 같이 전체 인구, 경제활동가

능인구(15~64세), 고령인구(65세 이상)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15세 미만 인

구만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10년 기준 고령화율은 약 10.6%로서 고령화

사회이다.

행정구역별 연령별 2000년 2005년 2010년

이천시

계 179,081 187,514 192,918

15세 미만 42,107 40,858 36,288

15 - 64세 124,036 129,436 136,144

65세 이상 12,938(7.2%) 17,220(9.2%) 20,486(10.6%)

백사면

계 8,343 9,765 9,071

15세 미만 1,961 2,231 1,606

15 - 64세 5,485 6,322 6,011

65세 이상 897(10.8%) 1,212(12.4%) 1,454(16.0%)

장호원읍

계 16,696 14,639 14,745

15세 미만 3,699 2,846 2,413

15 - 64세 11,258 9,651 9,922

65세 이상 1,739(10.4%) 2,142(14.6%) 2,410(16.3%)

[표 14] 이천시 / 백사면 / 장호원읍 인구추이                                      (단위 : 명)

연구대상지 중 하나로서 전원농촌마을인 이천시 백사면 도립1리는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천시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다. 이천시내(이천시청)에

서 약 10km(자동차 약 23분), 면소재지(백사면사무소)에서 약 3km(자동차 약 7

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여 자동차를 소유한 주민들에게는 접근성이 양

호한 편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농촌마을이 그렇듯 대중교통은 이천시내버스가 

1) 수도권 마을들이 인구가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하다가 최근 늘어나기 시작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파악되었다(성주인 외 3인, 201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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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6대뿐 이여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인구수는 약 100명/70가구 

정도 거주하고 있으며 2010년 즈음부터 귀농·귀촌인의 수가 급증하여 현재 

전체 주민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엄씨 집성촌이었으나, 외지인의 많은 

유입으로 인하여 그러한 특징이 희석되고 있다1). 

[그림 4] 연구대상지 위치도

마을에는 조선시대에 심겨진 유래 깊은 산수유나무2)가 많이 분포하여 산수

1) 리더집단 면담내용(2016.08.16.)

2) 조선 중종 14년(1519) 기묘사화 때 난을 피해 낙향을 한 엄용순이 지금의 산수유마을인 이천시 백사

면 도립1리에 육괴정이라는 정자를 지었다. 육괴정이란 이름은 당대의 선비였던 모재 김안국, 강은, 

오경, 임내신, 성담령, 남당 엄용순 등 여섯 사람이 연못 주변에 각자 한 그루씩 여섯 그루의 느티나

무를 심었다는 데서 유래한다고 전해진다. 이때부터 심기 시작한 산수유나무가 현재의 백사면 도립1

리~경사1,2리~송말1,2리 등 5개 마을에 대단위의 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선비들이 심기 시작했다는 유

래로부터 선비꽃이라고도 불리운다.(http://www.2104sansooyou.com, 검색일 : 2017년 2월 20일) 현재 

17,000여 그루가 군락을 형성하고 있다.



- 34 -

유마을로도 불린다. 배후의 원적산이 위치하는 등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갖

추고 있고 이천시 4대 축제 중 하나인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가 2000년도부터 

마을에서 개최되어 현재 해마다 20여만 명의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그림 5] 이천시 백사면 도립1리 전경사진

도립1리가 속한 백사면의 인구수는 [그림 6]과 같이 고령인구(65세 이상)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인구, 경제활동가능인구(15~64세), 15세 미만 인

구는 2005년도부터 다시 감소 추세에 있다. 2010년 기준 고령화율은 약 16.0%

로서 고령사회이다.

[그림 6] 백사면 인구추이(KOSIS, 2017.02.15. 다운로드)

연구대상지 중 또 다른 하나로서 일반농촌마을인 이천시 장호원읍 나래2리

는  [그림 4]에서와 같이 이천시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천시내와는 약 21

㎞로서 자동차로 43분 정도 되는 거리이며 읍소재지(장호원읍사무소 기준)와는 

약 10㎞ 떨어져있어 자동차로 약 17분 소요되는 거리다. 전원농촌마을(백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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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1리)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불리하다. 인구수는 약 8~90명/50

가구 정도 거주하고 있으며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강씨 집성촌이

며 현재에도 강씨 위주의 주민공동체가 형성되어 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이천시 지역특산물인 복숭아 과수 농가가 많이 분포하는 마을로서 농업활동

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전형적인 농촌마을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고령인들

을 포함한 대부분의 주민들이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농한기인 겨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매우 바쁜 삶을 살고 있다1).

[그림 7] 이천시 장호원읍 나래2리 전경사진

[그림 8] 장호원읍 인구추이(KOSIS, 2017.02.15. 다운로드)

나래2리가 속한 장호원의 인구수는 [그림 8]과 같이 고령인구(65세 이상)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15세 미만 인구는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다. 그리고 

전체인구와 경제활동가능인구(15~64세)는 2005년부터 감소세가 주춤하여 인구

수가 유지되고 있다. 2010년 기준 고령화율은 약 16.3%로서 고령사회이다.

1) 리더집단 면담내용(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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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이천시 백사면 도립1리 이천시 장호원읍 나래2리

인구/가구 � 인구 100명, 70가구 � 인구 90명, 50가구

인구추세 � 인구는 꾸준한 증가 추세 � 인구는 꾸준한 감소 추세

인구구성

� 엄씨 집성촌, 귀촌인 30%

� 2010년 쯤부터 귀촌자 급증 시작

� 연령 : 상대적 젊은 사람들은 외지

인이며 원주민들은 모두 고령화

� 강씨 집성촌, 귀농 및 귀촌인 3%

� 노인회가 50명 이상, 농장에서 일

하고 있는 고용인들도 포함

� 연령 : 평균 70대, 90세 이상 2분

농업활동 � 산수유 과수

� 복숭아 과수, 수도작 농사

� 마을주민들이 대체적으로 소득이 

높으며 매우 바쁜 편임. 복숭아 수

확하면 바로 벼 타작하고 그 후엔 

바로 복숭아 나무를 관리함

� 고령인들도 생산활동에 참여하며 

일 안하는 사람은 극소수임 

[표 15] 이천시 백사면 도립1리와 장호원읍 나래2리의 마을 개요

리더집단 면담내용 근거 작성

2. 조사절차 및 내용

❚조사절차 및 방법

본 연구의 조사절차는 농촌마을의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과 공간의 실태분석

을 위하여 크게 설문조사 예비단계와 설문조사 단계의 두 가지 단계로 구분하

며 [표 16]과 같다.

첫 번째 단계인 설문조사 예비단계에서는 두 농촌마을의 일상적인 옥외 여

가활동과 공간을 포함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설문조사를 위한 제반사항

을 수집하기 위함이다. 현장에서는 두 마을의 일상적 옥외 여가공간과 관련한 

자연, 생활, 생산환경의 현황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주민심층면담은 마을

이장의 추천 등을 통하여 선정한 각 마을 주민 3인을 대상으로 3일 간 실시하

였으며 본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반구조화된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1)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면담 시 질문의 형태는 참여자의 응답 내용

1) “구조화된 면담은 사전에 정의된 일련의 질문으로 구성되는데, 문화기술학적 연구에서는 주로 피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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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방향이 어느 한쪽으로 미리 결정되거나 제한되지 않도록 개방형

(open-ended) 질문을 사용하였다. 또한 참여자가 되도록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한 후에 본격적인 면담을 실시하였다(김재영, 

2009). 주민심층면담 항목은 선행연구 및 현장조사를 근거로 작성하였다.

<설문조사 예비단계>

현장조사 주민심층면담

일시 : 2016.08.16.(화),08.18.(목),10.26.(수), 

2017.04.08.(토),04.15.(토),04.23.

(일)/2016.09.23.(금),11.08.(화), 

2017.03.01.(수),05.07.(일) 

대상 : 자연·생활·생산환경, 여가활동공간 

일시 : 2016.08.16.(화),08.18.(목),09.23.(금)

대상 : 마을당 주민 각 3인(총 6인)

▼

<설문조사 단계>

샘플 설문조사 본 설문조사

일시 : 2016.10.26.(수) / 11.08.(화)

대상 : 마을당 주민 각 5인(총 10인)

일시 : 2016.11.23.~12.02.(10일간) /

       2017.03.01.(수)

대상 : 도립1리 39인, 나래2리 35인(총 74

인) -목표 90인 중 74인 확보

[표 16] 조사절차

두 번째 단계인 설문조사 단계는 농촌마을의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공간 

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정량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현장조사를 통하여 

마을당 80~100명 정도의 주민 거주현황을 파악하였고 각 마을주민의 약 50%

인 50부씩, 총 100부를 확보하도록 계획하였다. 본 설문조사를 진행하기 앞서 

총 확보 목표인 100부(각 마을당 50부) 중 10%(10부, 마을당 5부)를 대상으로 

자가 자유롭게 주제를 탐색할 수 있는 비구조화된 면담을 사용한다. 하지만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위

해 양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구조화된 면담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특수교육학 용어

사전, 검색일 : 2017년 6월 21일) 연구자가 미리 면담지를 준비하나 질문의 형태가 개방적이어서 질문

의 순서나 속도, 질문 내용 등이 가변적인 특성을 가진다.(김재영,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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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설문조사 문항이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하

여 적합한지 그리고 주민들이 이해하기 용이한지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였

다. 도립1리는 2016년 10월 26일, 나래2리는 2016년 11월 8일에 샘플 설문조사

를 각각 실시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본 연구자와 훈련된 조사원이 함께 구조

화된 설문조사지를 주민에게 배부 및 일대일 설명을 하면서 진행하였다. 본 

연구대상지의 경우, 주민들의 고령화와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바쁜 일정으로 

인하여 심층면담 및 설문조사 수행에 어려움이 많았다. 

❚조사내용

설문조사 예비단계에서 주민심층면담 질문지는 선행연구와 현장조사의 결과

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5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5개 항목은 농촌정주어

메니티 구성요인 4개(자연성, 지역성, 문화서비스성, 공동성)에 대한 각각의 현

황과 정주관련한 일반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항목 ‘정주관련 일반

사항’은 면담대상자의 연령, 직업과 같은 인문사회학적 특성뿐 만 아니라 해

당마을에서 정주하고 있는 이유, 정주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마을에서 지속

적으로 정주할 의향, 마을에 대한 애향심, 일상생활권 범위, 면소재지 혹은 이

천시내(뿐만 아니라 서울)를 방문하는 목적과 빈도수 등과 같이 정주와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이다.

두 번째 항목 ‘자연성’은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마

을의 자연환경과 관계한 질문으로서 정주하기에 적합한 자연환경의 쾌적성 여

부 및 마을 내 자연자원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세 번째 항목 ‘지역성’은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마을의 지역성과 관계한 질문으로서 정주하기에 적합한 생활환경의 쾌적성 여

부, 마을의 역사성과 전통성의 보전 정도, 아름답거나 훼손된 마을경관자원, 

마을 내 범죄발생 여부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 번째 항목 ‘공동성’은 마 을공동체활동과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 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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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이 발생하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질문한다. 마을주민들이 함께 모여 활

동할 수 있는 공공공간의 활용 현황, 공공공간의 공동관리여부, 마을의 정기적

인 행사와 주민참여율, 주민들 간 유대관계(원주민과 귀촌인 간 관계 포함) 등

이다.

다섯 번째 항목 ‘문화서비스성’은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공간에 영향을 미

치는 마을의 문화서비스시설과 관련한 질문으로 마을에서의 일상적 옥외 여가

활동 여건과 직접적으로 관계한다. 

구  분 내  용

정주관련 일반사항

해당마을에서의 정주 혹은 귀농·귀촌 이유

일상적인 생활권 범위(활동범위)

정주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지속적 정주의향

애향심 유무

자연성 마을의 자연환경이 생태적이며 아름다운지에 대한 여부

지역성

마을에서 정주하기에 부족한 요소

마을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보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마을의 훼손된 경관자원

공동성

마을 내 주민들이 함께 모여 활동할 수 있는 공공공간 활용 현황

마을 정기적인 행사와 주민참여율

주민들 간 유대관계(원주민과 귀농·귀촌인 간 관계 포함)

문화서비스성

(일상적 옥외 여가공간)

마을주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 정도

마을주민의 일상적 여가활동 현황

커뮤니티 및 여가공간 현황

걷거나 뛰거나 자전거를 타는 등의 활동 여부

액티브 리빙 여건

[표 17] 주민심층면담 주요 질문 항목

설문조사 단계에서 설문조사지는 선행연구, 현장조사 및 주민심층면담의 결

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4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4개 항목은 연구모형의 

일련의 과정을 따라가며 농촌정주어메니티 구성요소에 대한 평가, 농촌정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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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니티에 따른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의 현황, 정주만족도에 대한 평가, 주민의 

인문사회학적 특성이다. 

첫 번째 항목은 ‘농촌정주어메니티 구성요소에 대한 평가’이다. 농촌정주

어메니티는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무형의 자원으로서, 

현장조사 및 주민심층면담에 의하여 5개 유형의 자원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대

한 주민의 주관적인 평가 내용이다.

두 번째 항목은 ‘농촌정주어메니티에 따른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 현황’으

로서 농촌정주어메니티 구성요소를 활용하여 마을주민들의 관련한 일상적 옥

외 여가활동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주요 활동의 종류는 현장조사 및 주민심층면담에 의하여 도출하였다.

세 번째 항목은 ‘마을주민이 느끼는 정주만족도에 대한 평가’ 조사이다. 

이를 통하여 일상적 옥외 여가여건에 따라 거주자의 정주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별, 연령, 귀농·귀촌의 유무, 소득 등 ‘주민의 인문사회학적 

특성’ 조사이다. 이를 통해 마을주민의 성향 및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렇게 하여 설문지는 농촌정주어메니티 구성요소에 대한 평가 5문항, 농촌

정주어메니티에 따른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 현황 7문항, 삶의 질 및 정주만족

도 1문항, 인문사회학적 특성 8문항으로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문항별 계량 평가를 하기 위한 방법은 리커트 척도(Likert Scale)1)를 사용한

다. 본 연구 설문지의 리커트 척도 구성은 대상에 대하여 매우 그렇지 않다

(1)-그렇지 않다(2)-보통이다(3)-그렇다(4)-매우 그렇다(5)의 5점 척도로서 각 구

간의 차이는 동일(등간척도, Interval Scale)한 것으로 간주한다.

1) 리커트 척도는 일정한 상황, 사람, 사물, 환경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를 조사하는데 이용되는 척도이

며 응답이 간편하며 응답결과를 이용하여 심리적 크기의 정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으

로 인해 사회조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이상엽, 2001:34) 물리적 크기보다는 추상적, 심리적 개념 

혹은 특성의 크기를 측정하는 데 이용된다.(임승빈, 199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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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문항수 내용

농촌정주어메니티

구성요소에 대한 

평가

5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농촌정주어메니티 

유·무형 자원(개인마당, 공공공간, 마을안길, 마을둘레길, 마

을학습프로그램)은 현장조사 및 주민심층면담에 의해 도출

농촌정주어메니티에 

따른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 현황

7

농촌정주어메니티의 유형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주민의 일

상적 옥외 여가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는지에 관한 현황조사

활동의 주요 종류는 농촌정주어메니티 구성요소와 일대일 

대응하며 현장조사 및 주민심층면담에 의하여 도출

주민의 정주만족도 1 정주만족도, 애향심, 삶의 만족도

주민의 

인문사회학적 특성
8

성별, 연령, 소득 등 주민의 인문사회학적 특성(8개, 원주민 

혹은 귀농·귀촌인 여부, 주 생활권, 나이, 성별, 거주기간, 

최종학력, 직업, 소득) 조사

[표 18] 설문조사지 주요 항목

3. 자료분석틀

본 연구에서는 농촌마을 주민의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에 따른 정주만족도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집된 설문지 자료를 가지고 통계프로그램 SPSS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수집한 자료(농촌정주어메니티 구성요소에 대한 평가,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 

현황, 정주만족도에 대한 평가, 주민의 인문사회학적 특성)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원자료의 분포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빈도분석을 실시

한다. 그리고 확보한 데이터를 이해하기 쉬운 수치(기술통계량)로 요약하기 위

하여 평균(M), 표준편차(SD), 백분율 등을 산출한다.

두 번째, 본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농촌정주어메니티 구성요소(일상적 

여가공간)와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 농촌정주어메니티 구성요소와 정주만족도,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과 정주만족도 간에 어떠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한다.

세 번째, 주민의 인문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 정주만족

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검증(t-test)과 분산분석(ANOVA분석)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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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수도권 근교 농촌마을의 일상적 옥외 여

가활동 실태분석

1절: 연구대상지 물리적 현황분석

1. 일반적인 현황분석

❚이천시 백사면 도립1리(전원농촌마을)

[그림 9] 이천시 백사면 도립1리 현황도

이천시 백사면 도립1리는 원적산(563.5m) 자락에 앉혀져 있으며 대규모 산

수유군락이 마을을 감싸고 있어서 수려한 풍광을 지닌 마을이다. 마을 내부에

는 잔디밭, 화단, 분재 등의 정원이 발달한 개인 고급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

으며[그림 10] 마을안길은 돌담 등으로 정비되었고 노후화되지 않아 전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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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돈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노후화된 주택 및 빈집은 소수 분포하나 

[그림 11]과 같이 벽화가 그려져 있거나 정비되어 눈에 두드러지지 않는다. 연

간 20여만 명의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의 개최지인 만큼 

일반적인 농촌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농업폐기물이나 생활자재들이 방치되

어 있지 않고 잘 정돈되어 있어서 깨끗한 마을의 경관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0] 도립1리의 정원이 발달한 개인주택

[그림 11] 도립1리의 일반적인 농촌주택

마을 주 진입부 정면에 위치하고 있는 산수유사랑채는 한옥건축물로서 마을

의 첫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산수유권역 일반농산어촌개

발사업에 의하여 2015년 초봄에 준공되었고 현재 다양한 체험과 숙박이 제공

되는 주요 시설이다. 축제 시에도 체험장, 식당, 화장실 등 의 공간을 제공하

고 있다. 산수유사랑채 전면에는 친환경주차장이 넓게 펼쳐져 있으며 이천백

사산수유꽃축제 기간 동안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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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도립1리의 마을 내 주요시설(왼쪽부터 산수유사랑채, 식당, 펜션)

이 밖에도 상업시설인 식당, 펜션, 개인주택과 연계되어 농산물이나 음료 등

을 파는 소규모 판매장 등의 건축물이 곳곳에 보인다. 축제 기간에는 이러한 

고정 상업시설뿐만 아니라 [그림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을안길, 창고, 공

터, 개인사유지 등 곳곳에서 상업행위가 벌어진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고정 상

업시설조차 미임대 및 미영업 중인 곳이 대부분이다. 이는 축제 시에만 관광

객들이 일시적으로 집중되며 평소에는 관광객이 적어 수익 창출이 저조하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그림 13] 도립1리의 축제기간 중 임시 상업공간(왼쪽부터 마을안길, 창고, 개인사유지)

주민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휴식을 취하는 주요 커뮤니티시설로는 [그림 

14]과 같이 마을회관 1개소가 마을 주 진입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휴식시설로

는 정자 4개소, 벤치 등 총 7개소가 마을안길 혹은 주요 지점(버스정류장, 육

괴정, 그네 등) 곳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농촌마을에 일반적으로 조성되어 있



- 45 -

는 커뮤니티 및 휴식시설보다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는 방문객의 편익을 위

하여 조성된 것임을 추측할 수 있었다. 이러한 커뮤니티 및 휴식시설들에 대

한 주민들의 이용률은 다소 저조한 편이라는 면담내용이 있었으나 축제 시에

는 방문객에 의하여 이용이 매우 활성화된다.

[그림 14] 도립1리의 마을 내 커뮤니티시설(왼쪽부터 마을회관, 정자, 벤치)

축제 시에는 관광객의 산책코스, 평소에는 주민들의 운동코스로 사용되는 

연인의 길의 돌담길에는 [그림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란돌이 중간 중간에 

박혀있어 산수유를 연상시키고 있으며, 산수유둘레길은 마을을 북동서 방향으

로 감싸는 임도로서 마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그림 15] 도립1리의 마을 내 산책로(왼쪽부터 연인의 길, 그네, 산수유둘레길)

마을의 주요 역사시설로는 [그림 16]과 같이 조선시대의 육괴정(이천향토유

적 제13호)1), 느티나무 3그루(향토문화재 경기-이천-7), 남당(연못)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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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마을에 대한 자긍심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그림 16] 도립1리의 마을 내 역사시설(왼쪽에서부터 육괴정, 느티나무 3그루 중 1그루, 남당)

그 밖의 자원으로는 [그림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을로 유입된 귀촌인에 

의해 조성된 압화원, 도립서당, 영축사 등이다. 압화원은 꽃을 압축하여 다양

한 예술품을 만들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며 도립서당은 학생들에게 한학과 

예를 가르치는 대안학교이고 영축사는 마을 중앙에 위치한 절이다. 이 시설들

은 축제 외 기간에도 외부인의 마을 방문을 유도하고 있다.

[그림 17] 도립1리의 마을 내 기타시설(왼쪽부터 압화원, 도립서당, 영축사)

1) 조선 중종 14년(1519) 기묘사화를 피해 낙향한 남당 엄용순이 건립했다. 처음에는 초당이었으나 그 

후 수차례의 중건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육괴정이란 이름은 당대의 명현인 모재 김안국을 비롯

하여 규정 강은, 계산 오경, 퇴휴 임내신, 두문 성담령, 남당 엄용순 등 여섯 선비가 모여 시회와 학

문을 강론하며 우의를 기리는 뜻에서 정자 앞에 연못(남당)을 파서 연을 심고 각각 한 그루씩 모두 6

그루의 느티나무를 심었다는 데서 유래되었다. 세월이 지나는 동안 연못은 많이 메워졌으나 정비를 

해놓은 상태이며 6그루의 느티나무 중 3그루가 고사하여 후손들이 다시 심었고 지금도 그 푸르름을 

자랑하고 있다.(이천문화관광 홈페이지, 검색일 : 2017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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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장호원읍 나래2리(일반농촌마을)

[그림 18] 이천시 장호원읍 나래2리 현황도

이천시 장호원읍 나래2리는 나지막한 경사지에 앉혀져 있으며 이천시의 지

역특산물인 복숭아 과수 농가와 과수밭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마을이다. 마을 

내부에는 노후화된 농촌주택이 대부분이며 [그림 19]와 같이 마당에는 텃밭이 

어수선하게 조성되어 있거나 농업폐기물 및 생활용품들이 방치되어 있다.

[그림 19] 나래2리의 일반적인 노후화된 농촌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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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안길도 콘크리트 포장과 콘크리트 블록담으로 인하여 [그림 20]과 같이 

회색 일색의 경관을 보여주고 있으며, 관리되지 않은 덤불과 수풀 등으로 정

돈되지 않은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

[그림 20] 나래2리의 마을안길

주민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며 휴식을 취하는 주요 커뮤니티시설로는 마을회

관 1개소, 정자 1개소, 벤치(이동식 의자) 등이 있다. 마을회관은 마을 주 진입

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자(상곡정)와 벤치는 마을회관 전면부에 위치하고 있

다. 커뮤니티시설들의 이용률은 높은 편이며 특히 마을회관 앞 벤치가 활성화

되어 있어 마을주민들이 자주 종종 모여 있다.[그림 21]

[그림 21] 나래2리의 마을 내 커뮤니티시설(왼쪽부터 마을회관, 정자, 벤치)

평소 주민들의 산책 및 운동코스로 사용되는 마을 앞길은 차도로서 주로 밭

의 생산경관과 마을의 생활경관을 조망할 수 있다. 등산로는 예부터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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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길로서 주민이 직접 잡목을 제거하여 길을 만들어 사용했으나 저조한 

관리상태와 낮은 이용률 등으로 잡목이 증가하여 보통의 산길이 되고 있으며 

[그림 22]와 같이 진입부 찾기 및 보행이 어려운 상태이다.

[그림 22] 나래2리의 마을 내 산책로(왼쪽부터 마을안길, 마을 전면부 동서방향 도로, 등산로)

그 밖의 시설로는 [그림 23]과 같이 나래2리와 인근마을에 의료복지서비스

를 제공하는 보건지소가 마을 전면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을의 최북단에는 

강씨 재실이 위치하고 있다.

[그림 23] 나래2리의 마을 내 기타시설(왼쪽부터 보건지소, 강氏재실)

2. 일상적 옥외 여가공간 현황분석

❚이천시 백사면 도립1리(전원농촌마을)

연구대상지의 농촌마을 일상적 옥외 여가공간은 현장조사와 주민심층면담에 

의하여 개인주택 정원, 마을안길, 마을둘레길, 공공공간(정자 및 벤치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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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먼저 개인정원은 거주 혹은 거주와 병행되는 상업시설용 건축물의 부속 정

원을 말하며 잔디밭, 텃밭, 화단, 화분, 물확, 정원등, 디딤석, 파고라, 벤치, 그

네 등 정원 가꾸기 행위로 인해 발생한 시설의 분포 여부를 중심으로 관찰하

였다. 정원있음, 정원없음, 빈집·빈업시설, 판별불가의 4가지로 구분하였으며 

정원없음은 앞서 언급한 정원 가꾸기 행위가 발생하지 않고 작업 및 주차공간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하며 판별불가는 높은 담 등으로 인하여 관

찰이 불가능한 건축물을 말한다. 총 58개 중 정원있음 38개(65.6%), 정원없음 

13개(22.4%), 빈집·빈상업시설 4개(6.9%), 판별불가 3개(5.1%)이며 빈집·빈상

업시설 및 판별불가를 제외하면 정원있음 74.5%, 정원없음 25.5%로 정원이 있

는 건축물의 비율이 매우 높다.

[그림 24] 도립1리의 개인정원 분포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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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가꾸기 활동이 발생하는 개인정원은 다양한 정원시설물이 위치하고 있

으며 그 공간에서 이웃 간 다양한 교류, 독서 활동 등이 발생하고 있었다. 

마을안길은 제3장 1절에서 설명되었다시피 전반적으로 정돈된 분위기를 연

출하고 있고 차량 한 대 정도 통과할 수 있는 폭(3.0∼3.5m)을 갖고 있으며 주

로 콘크리트 포장으로 이루어져 있어 보행하기에 편리하며 안전하다. 육괴정

에서부터 축제장, 그리고 바람골까지 이어지는 마을안길은 [그림 25]와 같이 

‘연인의 길’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주로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의 방문객을 

위한 산책길로 사용되고 있다. 이 길은 왕복 1㎞ 정도이며 산수유나무 군락으

로 둘러싸여 있고 돌담길 구간, 흙길 구간 등으로 정비되어 있으며 마을둘레

길(산수유둘레길)과 이어진다. 연인의 길 중 흙길 구간은 축제기간 외에는 정

비하지 않기 때문에 덤불이 무성해져 주민들이 산책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일상적 옥외 여가공간은 아니다. 이외 마을안길은 주민들의 산책, 명상, 운동

의 일상적인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림 25] 도립1리의 연인의 길(왼쪽부터 시점인 육괴정 부분, 돌담길 구간, 흙길 구간)

[그림 26]의 마을둘레길(산수유둘레길)은 원래 임도로서 원적산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용 차량 한 대 정도 통과할 수 있는 폭(3.0∼3.5m)을 갖고 있으며 흙 

포장, 콘크리트 포장으로 이루어져 있어 보행하기에 역시 쾌적하고 안전한데

다가 수려한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 조망과 함께 2시

간 정도 운동할 수 있는 거리는 건강에 관심 있는 원주민 뿐 만 아니라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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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즐기려고 농촌을 찾은 귀농·귀촌인들에게도 안성맞춤인 일상적 옥외 여가

공간이다.

[그림 26] 도립1리 마을둘레길(산수유둘레길)

[그림 27] 도립1리의 연인의 길과 마을둘레길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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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 옥외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정자 및 벤치가 설치되어 있는 공공공

간은 [표 19]와 같이 도립1리 내 총 7개소가 있다. 공공공간 ①은 주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탑승 대기 공간이며 이외에는 휴식이 주된 목적의 공간으

로서 이웃 간 교류를 할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이기도 하다. 공공공간 ②는 산

수유사랑채의 부설 공간이며 공공공간 ⑥은 축제장 바로 인근에 위치하여 축

제 시 공연을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공공공간 ⑦은 축제를 위하여 조

성된 특화 공간으로서 나지막한 경사지의 산수유군락을 아우르며 그네 1개소

와 벤치 24개소가 분산되어 집단 설치되어 있다. 일반적인 농촌마을에 비하여 

이러한 공공공간이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는 축제 시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평상 시 주민들의 이용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시설
정자 

1개소

정자 

1개소

정자 

1개소

정자 

2개소

벤치 

12개소

평상 

1개소

벤치 24개소, 

그네 1개소

[표 19] 공공공간 내 시설현황(도립1리)

[그림 28] 공공공간 ① 정자 [그림 29] 공공공간 ② 정자 [그림 30] 공공공간 ③ 정자

[그림 31] 공공공간 ④ 정자 [그림 32] 공공공간 ⑤ [그림 33] 공공공간 ⑥ 



- 54 -

[그림 34] 공공공간 ⑦ 

[그림 35] 도립1리의 공공공간 위치도

❚이천시 장호원읍 나래2리(일반농촌마을)

이천시 장호원읍 나래2리의 농촌마을 일상적 옥외 여가공간은 도립1리와 마

찬가지로 개인주택 정원, 마을안길, 마을둘레길, 공공공간(정자 및 벤치 등)으

로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먼저 개인정원은 총 47개 중 정원있음 20개(42.6%), 정원없음 16개(34.0%), 

빈집 1개(2.1%), 판별불가 10개(21.3%)이며 빈집 및 판별불가를 제외하면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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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55.6%, 정원없음 44.4%로 정원 행위가 있는 건축물이 조금 더 많이 분포

하였다. 나래2리의 개인정원은 정원과 관련한 시설물 보다는 주로 작은 텃밭 

위주의 행위가 발달하였으며, 그 외 작업 및 주차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마을안길은 제3장 1절에서 설명되었다시피 전반적으로 정돈되지 않은 분위

기를 연출하고 있고 차량 한 대 정도 통과할 수 있는 폭(3.0∼3.5m)을 갖고 있

으며 주로 콘크리트 포장으로 이루어져 있어 보행하기에는 안전하다. 마을의 

북서쪽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나지막한 산림경관, 마을 진입부 측에서는 동쪽

으로 갈수록 농업경관을 조망할 수 있지만 주거지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방치

된 농업폐기물, 생활자재, 노후화된 콘크리트 블록 담 등의 시각적 비중이 크

다. 이러한 마을안길은 나래2리 주민들의 산책, 명상, 운동을 위한 일상적 공

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림 36] 나래2리의 개인정원 분포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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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나래2리의 마을안길(왼쪽부터 마을 북서쪽, 주거지 밀집지역, 마을 남동쪽)

[그림 38] 나래2리의 마을안길과 마을둘레길 입구 위치도

마을둘레길은 예부터 주민들이 사용하던 길로서 [그림 39]과 같이 주민 혹

은 인부들이 직접 잡초 및 잡목을 제거하여 조성한 산길이라서 사람 1인이 통

행할 수 있는 정도의 폭만을 갖추고 있으며 포장과 정지작업이 되어 있지 않

아서 고령의 나래2리 주민들이 보행하기에 쾌적하지 않다. 그래서인지 주민들

의 일상적 옥외 여가공간으로서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고 유지관리가 되지 않

아 입구 조차 찾기 어려운 상태였다(2017.04.1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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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나래2리의 마을둘레길

일상적 옥외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정자 및 벤치가 설치되어 있는 공공공

간은 나래2리 내 총 2개소가 있다. 공공공간 ①은 ‘상곡정’이라 쓰여 있는 

팔각정이며 공공공간 ②는 수고 3m 정도 되는 나무 아래 벤치와 간이의자에 

의하여 조성된 공간이다. 시설적인 면에서 더 좋은 공공공간 ①보다 예부터 

주민들이 애용해 온 공공공간 ②의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어 있었다. 

구분 ① ②

시설 정자 1개소(상곡정) 벤치 1개소, 간의의자 5개 등

[표 20] 공공공간 내 시설현황(나래2리)

[그림 40] 공공공간 ① 정자 [그림 41] 공공공간 ②

[그림 42] 나래2리의 공공공간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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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원 가꾸기가 발생하는 정원이 도립1리에는 3/4, 나래2리에는 1/2 정도 분

포하여 도립1리에서 비율이 훨씬 높으며 가꾸기 행위 종류도 도립1리에서 잔

디밭, 텃밭, 화단, 화분, 파고라, 디딤돌, 물확, 그네 등 더 다양하게 나타났고 

나래2리에서는 텃밭이 주도적이었다. 생산활동 중심의 나래2리에서는 농작물

을 획득할 수 있는 텃밭이 발달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콘크리트 포장 등 작업

공간으로의 기능성이 강조된 형태가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여가에 관심이 많

은 도립1리는 정원이란 공간에서 전원을 가꾸는 행위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

나고 있었다.

마을안길은 두 마을 모두 폭과 포장이 확보되어 보행하기에 쾌적하였으나 

조망 상태는 차이가 났다. 도립1리는 농업·생활폐기물이 방치되어 있지 않았

고 노후화된 시설이 정비되어 있었다. 그리고 일부 마을안길에 돌담, 벽화가 

특화되어 있으며 산수유나무 경관과 어우러져 수려하였다. 나래2리는 농업·

생활폐기물이 적재 및 방치되어 있었고 노후화된 콘크리트 블록, 무성한 덤불

에 의하여 정돈되지 않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으나 주거 밀집지역에서 조

금 떨어지면 산림 및 농업경관이 조망되었다. 두 마을 중에서는 도립1리의 마

을안길이 산책, 명상, 운동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일상적 옥외 여

가공간이었다.

마을둘레길에서 먼저 도립1리는 임도로서 조망이 수려하고 보행하기에 쾌적

한 여건을 갖추었으며 이용이 활성화되어 있으나 나래2리는 주민들이 직접 잡

목·잡초를 제거하여 조성한 길이라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고령인들이 

걷기에는 어려운 지면 상태를 가지고 있어서 비활성화되어 있다.

정자 및 벤치 등의 공공공간에서 도립1리에는 총 7개소가 전체 마을에 골고

루 분포하여 있으나 나래2리는 총 2개소가 마을회관 인근에 집중되어 있었다. 

전원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이웃과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옥외 여가환경이 도

립1리가 더 우수하였으나 이용률은 나래2리에서 더 활성화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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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이천시 백사면 도립1리 이천시 장호원읍 나래2리

개인정원
- 정원있음 74.5%, 정원없음 25.5%

- 다양한 정원 가꾸기 행위 발달

- 정원있음 55.6%, 정원없음 44.4%

- 주로 텃밭 가꾸기

- 작업 및 주차공간으로 사용

마을안길

- 보행 쾌적(폭 3.0∼3.5m, 포장 완비)

- 정돈된 분위기

- 특화된 마을안길(연인의길) 존재

- 노후화된 콘크리트 블록, 농업·생활

폐기물, 무성한 덤불 등이 시각적으로 

눈에 띄지 않음

- 산수유군락 및 산림경관 조망

- 보행 쾌적(폭 3.0∼3.5m, 포장 완비)

- 정돈되지 않은 분위기

- 노후화된 콘크리트 블록, 농업·생활

폐기물, 무성한 덤불 등의 높은 시각

적 점유율

- 주거지 밀집지역에서 조금 벗어나면 

산림 및 농업경관 조망

마을

둘레길

- 원래 임도

- 보행 쾌적(폭 3.0∼3.5m, 포장 완비)

- 주민이 잡초·잡목 제거하여 만든 길

- 보행 비쾌적(1인 통행 폭, 무포장)

공공공간
- 총 7개소, 비활성

- 마을 전체에 비교적 골고루 분포

- 총 2개소, 활성

- 마을회관 인근 집중 분포

[표 21] 두 마을의 일상적 옥외 여가공간 현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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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주민심층면담 내용 및 분석

1. 마을의 농촌정주어메니티에 대한 주민심층면담 분석

이천시 백사면 도립1리(전원농촌마을)와 장호원읍 나래2리(일반농촌마을)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3인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였다.[표 22]

구  분 내  용

이천시

백사면 

도립1리(3인)

리더집단1)
U턴형 귀촌인2), 50대 남성, 이천백사산수유영농조

합 참여

귀농·귀촌인집단1
I턴형 귀촌인, 50대 여성, 이천백사산수유영농조합 

참여, 예술인

귀농·귀촌인집단2
I턴형 귀촌인, 60대 남성, 이천백사산수유영농조합 

참여, 교육자 은퇴

이천시 

장호원읍 

나래2리(3인)

리더집단 원주민, 70대 남성, 복숭아 과수

귀농·귀촌인집단 I턴형 귀농인, 70대 남성, 복숭아 과수, 건설업 은퇴

원주민집단 원주민, 70대 남성, 복숭아 과수

[표 22] 주민심층면담 대상자

부록 4, 5에 따르면 도립1리 주민들은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원적산의 아름

답고 조용한 자연환경과 마을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유서 깊은 육괴정에 대하

여 높은 자부심을 갖고 있었으며 지속적 정주 의향과 애향심이 높았다. 한 달

에 한 번씩 아침에 모여 진행되는 마을청소, 제초작업 등의 행사에는 약 주민 

80%가 솔선수범하여 참여하고 있어서 협조율이 좋았으며 귀촌인들이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등 각종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고 원주민과 귀촌인 

간의 관계가 원만하다고 하였다. 농촌마을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마

1) 농촌리더는 마을단위에 존재하고 있는 공식적인 지위를 가지고 대표해온 사람, 이를테면 이장, 새마

을 지도자, 부녀회장 등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져 왔으나 시기적으로는 정부정책의 수용과 주

민동원, 조직화에 앞장섰던 리더로 규정한다.(황영모, 2004)

2) 귀농·귀촌의 유형 : U-turn형(농촌→도시→고향농촌), J-turn형(농촌→도시→타향농촌), I-turn형(도시

→농촌)(박공주,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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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회관이나 정자, 벤치 등의 공공공간에 대한 이용률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

으며 본 연구자도 현장조사 시 관찰하지 못하였다.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으로는 주민의 30%가 산책, 운동 등을 위하여 마을둘

레길(산수유둘레길)을 걷고 있었으며 이 공간은 원래 임도로서 원적산의 산세

에 둘러싸여 수려한 경관을 갖고 있었고 마을로부터의 접근성이 용이하였다. 

그리고 개인정원에서 텃밭 및 화단 가꾸기를 활발하게 즐기고 있었으며 정돈

된 정원이 다수 관찰되었다.

나래2리 주민들은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나지막한 산세와 조용한 자연환경

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나 마을 내에 역사자원이 없었으며 마을안길을 포함

한 마을 내부 경관이 아름답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복숭아 과수 생산활

동 중심의 생활패턴을 가지고 있었으며 생산환경이 정주여건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는 요소였다. 마을에는 정기적인 모임은 없었으나 필요 시 소집되는 

행사에 약 주민 70% 정도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마을둘레길 제초작업 

등과 같은 경우는 주민이 직접 작업하지 않고 사람을 고용하여 실시하였다. 

원주민과 귀농인 간, 그리고 원주민과 원주민 간 관계에 대하여 단합 미약, 마

을 내부 분열 및 갈등 발생, 마을사업 추진 불가 등의 의견이 일부 도출되었

다. 이로 인하여 마을행사 참여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더

불어 주민과의 교류를 기피하여 개인주택 내에 주로 머무르는 현상이 발생하

고 있기도 하였다.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으로는 마을회관(농한기 마을회관에서 주민 30명 정도

가 관찰되었다. 2017.03.01.) 및 마을회관 앞 나무 아래 벤치 등 공공공간에서

의 이웃 간 교류 행위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으며 그 외 활동으로는 마을

둘레길 걷기 등이 있었으나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

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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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의 일상적 옥외 여가에 대한 수요 발견

주민심층면담을 통하여 연구의 공간적 범위에서의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으

로 [표 23]과 같이 개인정원 가꾸기(잔디 깎기, 텃밭 및 화단 가꾸기), 개인정

원에서 독서 및 이웃과의 교류, 마을안길 걷기, 마을둘레길 걷기, 공공공간에

서 이웃과의 교류, 마을학습프로그램 참여 등 7자지를 도출하였으며 이러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농촌정주어메니티 구성요소로는 개인정원, 마을안길, 마

을둘레길, 공공공간, 마을학습프로그램이 있었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 밖의 일

상적 옥외 여가활동으로는 요가, 스포츠댄스, 승마, 여행 등 비교적 다양한 활

동들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대중교통 혹은 자가용으로 이동하여

야 했다.

구 분 내 용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농촌정주어메니티 구성요소

� 개인정원, 마을안길, 마을둘레길, 공공공간, 마을학습

프로그램

일상적 옥외 여가공간 � 개인정원, 마을안길, 마을둘레길, 공공공간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

� 개인정원 가꾸기, 개인정원에서 독서, 개인정원에서 

이웃과의 교류

� 마을안길 걷기

� 마을둘레길 걷기

� 공공공간에서 이웃과의 교류

� 마을학습프로그램 참여

[표 23] 주요 일상적 옥외 여가공간 및 활동 도출

마을 간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 양상의 차이는 존재하나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마을 모두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여가활동에 대체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도립1리는 삶의 질, 문화여가 등에 관심이 많은 귀촌인들을 중

심으로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여가활동에 일상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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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그리고 귀촌인들은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과 관련한 자원 및 환경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다. 그에 반해 나래2리는 주민들의 바쁜 생산활동으로 인

하여 주로 농한기 때에만 일시적으로 옥외 여가활동이 발생하는 편이었으나 

시간이 허락하는 한 일상적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 욕구는 비교적 높았다.

구 분 내 용

정주형태 � 맑은 자연과 함께 조용한 마을이여서 정주하기에 쾌적함

자연성
� 산세에 의하여 마을이 둘러싸여져 있으나 도립1리는 위요된 산의 시각

적 점유율이 강하나 나래2리는 약함

공동성
� 도립1리와 나래2리 모두 마을행사에 대한 주민참여율이 각각 80%, 70%

정도로서 높은 편임

문화서비스성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공간)

� 건강에 대한 관심이 모두 높음

�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여가활동에 대체적으로 관심을 보임

� 임도나 등산로라는 마을자원 활용 운동을 여가활동으로 선택하고 있음

[표 24] 두 마을의 농촌정주어메니티에 대한 공통점

3. 두 마을의 일상적 옥외 여가 차이

주민심층면담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귀촌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도립1리는 

일상적 옥외 여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 실제로 옥외 여가활동을 활발하게 참여

하고 있었고 그 활동은 산수유둘레길 산책, 개인정원 가꾸기 등과 같이 전원 

속에서 누리는 개인적 활동 중심이었다. 

복숭아 과수 농가 중심의 나래2리는 일상적 옥외 여가에 대한 관심은 다소 

존재하고 있었으나 바쁜 생산활동으로 인하여 시간이나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공공공간에서 주민들과 담소를 나누며 교류하는 활동들 중심으로 발달하

였다. 그리고 공공공간에서 이웃과의 교류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기타 옥외 여가활동의 여건은 미비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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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도립1리 나래2리

정주형태

대부분 정주에 만족 정주에 보통 혹은 만족

귀촌인들은 이천시내, 서울시 등 생

활권이 다양하고 광역적이나 대체적

으로 마을이 일상생활권

주로 마을이 일상생활권

자연성 다양한 야생동식물종이 관찰됨 일반적인 야생동식물종이 관찰됨

지역성

괴정, 남당, 노거수 등 역사전통자원

이 잘 보전되어 있음

역사전통자원이 존재하지 않음

(강씨 재실)

마을사업(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이

천백사산수유꽃축제(시 주최)
마을사업 해본 적이 없음

마을이 정돈되고 깨끗함
마을이 정돈되지 못함

노후화된 콘크리트 일색의 담과 포장

공동성

마을 공공공간에 대한 관리는 주기적

으로 모여서 실시함

마을 공공공간에 대한 관리를 이장이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함

주민 유대관계 높음
주민 유대관계는 높으나 불만이 상존

함

공공공간이 비활성화
팔각정 앞 나무아래 작은 공공공간이 

활성화, 겨울에는 마을회관도 활성화

문화서비스성

(일상적 옥외 

여가공간)

귀촌인이 많다보니 일상적으로 여가

를 즐기는 편임

적극적 여가

일상적으로 여가를 즐기기에는 생산

활동이 너무 바쁨

소극적 여가

산수유둘레길(임도) 걷기, 정원 가꾸

기, 명상 등

공공공간(벤치 등)에서 이웃과 교류, 

등산로 걷기 등

개인주택의 정원에 대한 활용도가 높

음. 잔디마당, 텃밭, 꽃 등
개인주택의 정원이 방치되어 있음

공원이나 체육시설 등과 같은 문화서

비스시설에 대한 필요성 느낌

공원이나 체육시설 등과 같은 문화서

비스시설에 대한 필요성 못 느낌

[표 25] 두 마을의 농촌정주어메니티에 대한 차이점

❚개인정원에서의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

도립1리는 고급주택과 더불어 개인정원이 발달하였고 화단·텃밭 가꾸기, 

이웃과의 교류, 독서 등 다양한 활동들이 해당공간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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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리는 마당이 대부분 물건적재, 주차 및 작업공간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관련 활동들이 발달하지 않았다. 마을안길에서는 개인정원이 조망

되므로 개인정원의 활용 및 관리 상태는 마을 내부의 정돈된 분위기 및 경관

을 형성하고 마을안길 걷기 등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그림 43] 개인정원(좌 : 도립1리 / 우 : 나래2리)

❚공공공간에서의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

도립1리는 마을주민들 간 유대감이 높고 여러 시설이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

구하고 주민들의 공공공간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았으나 나래2리는 관련시설이 

적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설임에도 주민의 이용률이 활성화되어 있었다. 

[그림 44] 공공공간(좌 : 도립1리 / 우 : 나래2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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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안길의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

마을안길 걷기 활동은 접근성 용이, 적은 신체적 부담 등 고령자 중심의 도

립1리와 나래2리 주민들이 보편적으로 취할 수 있는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으

로서 수요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마을 경관에 대한 만족도가 실제 걷기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아름다운 마을 내부경관에 따라 마을안길 걷기가 촉진

된다는 도립1리에 비해 정비되지 않은 마을 내부경관에 의하여 걷기 활동 욕

구가 저해된다는 나래2리가 대조적이었다.

[그림 45] 마을안길(좌 : 도립1리 / 우 : 나래2리)

❚마을둘레길의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

두 마을 모두 산자락에 위치하여 임도나 등산로와 같은 자원이 마을에 인접

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일상적 옥외 여가공간으로서 상당히 활용되고 있었고 

잠재적 가치가 높았다. 귀농·귀촌인들이 산 아래 마을을 정착지로 선택하는 

이유는 이처럼 아름다운 자연 아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러나 도립1리의 마을둘레길은 보행하기에 쾌적하게 정비되어 있었고 나래2리

는 정비되어 있지 않아 잡목에 의하여 보행이 불편하였고 도립1리의 마을둘레

길에 대한 수요 및 이용도가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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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마을둘레길(좌 : 도립1리 / 우 : 나래2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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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설문조사 내용 및 분석(기술통계량)

1. 마을 간 설문응답자의 인문사회학적 특성 차이

설문조사는 이천시 백사면 도립1리(전원농촌마을) 주민 44부(50부 중 유효한 

44부), 이천시 장호원읍 나래2리(일반농촌마을) 주민 40부로 총 84부를 확보하

였다. 주민의 인문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인구구성, 주 생활권, 나이, 성별, 거주

기간, 최종학력, 직업, 소득의 총 8가지를 조사하였다.

❚인구구성

[그림 47]의 설문조사 된 주민 인구구성을 살펴보면, 도립1리(전원농촌마을)

는 귀농·귀촌인 비율이 72.7%(32명)로 월등히 많이 조사되었다. 나래2리(일반

농촌마을)는 원주민(25명) 비율이 많이 조사되었다. 이는 귀농·귀촌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도립1리와 원주민의 비율이 높은 나래2리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47] 인구구성 비율(좌 : 도립1리/우 : 나래2리)

❚주 생활권

[그림 48]의 설문조사 된 주민의 생활권을 살펴보면, 먼저 도립1리(전원농촌

마을)는 마을 내 38.6%, 면소재지 18.2%, 이천시내 31.8%, 서울시 11.4%로서 

주 생활권이 마을 외인 주민(61.4%, 27명)이 마을 내인 주민보다 더 많이 조사

되었다. 그리고 나래2리(일반농촌마을)는 마을 내 77.5%, 읍소재지 22.5%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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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시내와 서울시는 전무하였으며 마을 내 비율(77.5%, 31명)이 마을을 벗어난 

생활권 범위보다 월등히 많이 조사되었다. 이는 귀농·귀촌인 비율이 상대적

으로 높은 도립1리 주민의 생활권 범위는 다양하고 광역적이며 원주민이 많이 

분포하는 나래2리 주민은 생활권 범위가 대부분 마을 내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두 마을 모두 주요 생활권 범위가 마을인 주민이 가장 많았으며 이

는 농촌의 인구 고령화 및 열악한 교통여건에 의하여 빚어진 결과로 보인다. 

[그림 48] 생활권 비율(좌 : 도립1리/우 : 나래2리)

❚나이

[그림 49]의 설문조사 된 주민의 나이를 살펴보면, 먼저 도립1리(전원농촌마

을)는 50대가 18.2%, 60대 27.3%, 70대 43.2%, 80대 이상 11.4%이고 나래2리(일

반농촌마을)는 50대가 20.0%, 60대 12.5%, 70대 50.0%, 80대 이상 17.5%이다. 

70대 이상의 비율이 두 마을 각각 54.6%(24명), 67.5%(27명)이므로 나래2리의 

연령이 도립1리보다 더 고령으로 조사되었다. 두 마을 모두 초고령사회이다.

[그림 49] 나이 비율(좌 : 도립1리/우 : 나래2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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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설문조사 된 주민의 성별을 살펴보면, 두 마을 모두 성비가 비교적 고르게 

조사되었다.

❚거주기간

[그림 50]의 설문조사 된 주민의 거주기간을 살펴보면, 먼저 도립1리(전원농

촌마을)는 5년 미만 27.3%, 5~10년 4.5%, 10~15년 18.2%, 15~20년 18.2%, 20년 

이상 31.8%이며 나래2리(일반농촌마을)는 5년 미만 10.0%, 5~10년 15.0%, 

10~15년 2.5%, 15~20년 5.0%, 20년 이상 67.5%이다. 2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한 

주민이 각각 31.8%(14명), 67.5%(27명)로서 나래2리의 장기 거주자 비율이 월등

히 높게 조사되었다. 귀농·귀촌인의 비율이 높은 이천시 백사면 도립1리와 

원주민의 비율이 높은 장호원읍 나래2리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50] 거주기간 비율(좌 : 도립1리/우 : 나래2리)

❚최종학력

[그림 51]의 설문조사 된 주민의 최종학력을 살펴보면, 먼저 도립1리(전원농

촌마을)는 무취학 및 국민학교 6.8%, 중학교 25.0%, 고등학교 27.3%, 대학교 

29.5%, 대학원 이상 11.4%으로 대학교 이상 졸업자가 40.9%이다. 나래2리(일반

농촌마을)는 무취학 및 국민학교 50.0.0%, 중학교 2.5%, 고등학교 42.5%, 대학

교 0.0%, 대학원 이상 5.0%로 대학교 이상 졸업자가 5.0% 뿐이다. 대학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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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자가 40.9%인 도립1리에 비해 무취학 및 국민학교 졸업자가 50.0%를 차지

하는 나래2리는 매우 대조적이며 도립1리의 최종학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게 

조사되었다. 이는 귀농·귀촌인의 비율이 높고 원주민의 비율이 높은 각각의 

마을 특징을 반영한다고 보여진다. 

[그림 51] 최종학력 비율(좌 : 도립1리/우 : 나래2리)

❚직업

[그림 52]의 설문조사 된 주민의 직업을 살펴보면, 먼저 도립1리(전원농촌마

을)는 농업 15.9%, 농업 외 61.4%, 무직 22.7%이며 나래2리(일반농촌마을)는 농

업 60.0%, 농업 외 7.5%, 무직 32.5%이다. 농업 외 직업에 종사하는 자가 

61.4%인 도립1리와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60.0%인 나래1리는 서로 매우 대조

적이다. 나래2리는 복숭아 과수 농가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외에는 무직자로

서 고령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그림 52] 직업 비율(좌 : 도립1리/우 : 나래2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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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그림 53]의 설문조사 된 주민의 소득을 살펴보면 먼저 도립1리(전원농촌마

을)는 1000만원 이하 36.4%, 1000~3000만원 36.4%, 3000~5000만원 25.0%, 

5000~8000만원 2.3%이다. 나래2리(일반농촌마을)는 1000만원 이하 50.0%, 

1000~3000만원 15.0%, 3000~5000만원 17.5%, 5000~8000만원 10.0%, 8000만원 

이상 7.5%이다. 1000만원 이하 저소득자는 각각 36.4%(16명), 50.0%(20명)으로 

나래2리가 더 많으며, 5000만원 이상 상대적 고소득자는 각각 2.3%(1명), 

17.5%(7명)으로 역시 나래2리가 더 많았다. 이로서 생산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

는 나래2리의 고소득자가 다소 더 많이 분포하고 있으나, 1000만원 이하의 저

소득자도 더 많아 주민 간 소득격차가 더 크다고 예측할 수 있다. 

[그림 53] 소득 비율(좌 : 도립1리/우 : 나래2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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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전체

(84명)

이천시 백사면 

도립1리(44명)

이천시 장호원읍 

나래2리(40명)

구

성

원주민 37 12 25

귀농

인

u-turn 3 0 3

i-turn 6 4 2

귀촌

인

u-turn 34 26 8

i-turn 4 2 2

생

활

권

마을 내 48 17 31

면/읍소재지 17 8 9

이천시내 14 14 0

서울시 5 5 0

나

이

50대 16 8 8

60대 17 12 5

70대 39 19 20

80대 이상 12 5 7

성

별

남자 39 21 18

여자 45 23 22

거

주

기

간

5년 미만 16 12 4

5~10년 8 2 6

10~15년 9 8 1

15~20년 10 8 2

20년 이상 41 14 27

최

종

학

력

무취학 및 국민학교 23 3 20

중학교 12 11 1

고등학교 29 12 17

대학교 13 13 0

대학원 이상 7 5 2

직

업

농업 31 7 24

농업 외 30 27 3

무직 23 10 13

소

득

1000만원 이하 36 16 20

1000~3000만원 22 16 6

3000~5000만원 18 11 7

5000~8000만원 5 1 4

8000만원 이상 3 0 3

[표 26] 설문조사 결과-주민의 인문사회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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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간 귀농·귀촌인의 인문사회학적 특성 차이

도립1리 귀농·귀촌인의 주 생활권은 마을 외에도 이천시내, 서울시, 백사면

소재지 등으로 다양하고 광역적이였으나 나래2리는 주로 마을 내였다. 나이는 

두 마을의 귀농·귀촌인 모두 고령화되어 있지만 나래2리의 평균연령이 조금 

더 높으며, 성별은 두 마을 모두 남성이 조금 더 조사되었고 10년 이상 장기 

거주한 귀농·귀촌인이 도립1리에 더 많이 분포하였다. 또한 도립1리 귀농·

귀촌인의 최종학력이 더 높았고 그들의 직업은 농업 외 종사자가 많았으나 나

래2리 귀농·귀촌인의 직업은 무직 혹은 농업 종사자가 많았다. 소득은 도립1

리 귀농·귀촌인 집단이 상대적으로 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나래2리 귀농·

귀촌인 집단의 소득은 그들 간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① 생활권

[그림 5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립1리(전원농촌마을)의 귀농·귀촌인 집단

은 생활권 범위가 다양하고 광역적이나 나래2리(일반농촌마을) 귀농·귀촌인 

집단은 생활권 범위가 대부분 마을 내 로 한정적임을 알 수 있다. 

[그림 54] 귀농·귀촌인의 생활권 비율(좌 : 도립1리/우 : 나래2리)

② 나이

[그림 55]의 설문조사 된 귀농·귀촌인의 나이를 살펴보면, 70대가 도립1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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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농촌마을)는 34%, 나래2리(일반농촌마을)는 54%로 가장 많이 분포하며 나

래2리 귀농·귀촌인 집단의 나이가 도립1리보다 더 고령화되어 있다. 

[그림 55] 귀농·귀촌인의 나이 비율(좌 : 도립1리/우 : 나래2리)

③ 성별

두 마을 모두 남녀비율이 고르게 조사되었다.

④ 거주기간

[그림 5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립1리(전원농촌마을)는 10년 이상 거주자가 

56%이나 나래2리(일반농촌마을)는 33%로 도립1리 귀농·귀촌인 집단이 나래2

리보다 거주기간이 긴 편이다.

[그림 56] 귀농·귀촌인의 거주기간 비율(좌 : 도립1리/우 : 나래2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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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최종학력

[그림 57]과 같이 도립1리 귀농·귀촌인 집단의 최종학력이 더 높다.

[그림 57] 귀농·귀촌인의 최종학력 비율(좌 : 도립1리/우 : 나래2리)

⑥ 직업

[그림 58]과 같이 설문조사 된 귀농·귀촌인의 직업을 살펴보면, 도립1리(전

원농촌마을)는 농업 외 종사자가 66%, 무직이 28%, 농업 종사자가 6%이며 나

래2리(일반농촌마을)는 무직이 47%, 농업 종사자가 40%, 농업 외 종사자가 

13%이다.

[그림 58] 귀농·귀촌인의 직업 비율(좌 : 도립1리/우 : 나래2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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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소득

[그림 59]와 같이 설문조사 된 귀농·귀촌인의 소득을 살펴보면, 먼저 도립1

리(전원농촌마을)는 1000만원 이하가 35%, 1000~3000만원이 34%, 3000~5000만

원이 28%를 차지하였으며 나래2리(일반농촌마을)은 1000만원 이하가 60%로 

압도적으로 가장 많다. 평균소득은 도립1리 귀농·귀촌인 집단이 나래2리보다 

조금 상회할 것이라 판단된다.

[그림 59] 귀농·귀촌인의 소득 비율(좌 : 도립1리/우 : 나래2리)



- 78 -

구 분
전체

(47명)

이천시 백사면 

도립1리(32명)

이천시 장호원읍 

나래2리(15명)

구

성

귀농

인

u-turn 3 0 3

i-turn 6 4 2

귀촌

인

u-turn 34 26 8

i-turn 4 2 2

생

활

권

마을 내 23 10 13

면/읍소재지 7 5 2

이천시내 12 12 0

서울시 5 5 0

나

이

50대 9 7 2

60대 12 10 2

70대 19 11 8

80대 이상 7 4 3

성

별

남자 25 16 9

여자 22 16 6

거

주

기

간

5년 미만 16 12 4

5~10년 8 2 6

10~15년 9 8 1

15~20년 10 8 2

20년 이상 4 2 2

최

종

학

력

무취학 및 국민학교 5 0 5

중학교 4 4 0

고등학교 18 10 8

대학교 13 13 0

대학원 이상 7 5 2

직

업

농업 8 2 6

농업 외 23 21 2

무직 16 9 7

소

득

1000만원 이하 20 11 9

1000~3000만원 15 11 4

3000~5000만원 10 9 1

5000~8000만원 2 1 1

[표 27] 설문조사 결과-귀농·귀촌인의 인문사회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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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전체

(37명)

이천시 백사면 

도립1리(12명)

이천시 장호원읍 

나래2리(25명)

구성 원주민 37 12 25

생

활

권

마을 내 25 7 18

면/읍소재지 10 3 7

이천시내 2 2 0

나이

50대 7 1 6

60대 5 2 3

70대 20 8 12

80대 이상 5 1 4

성별
남자 14 5 9

여자 23 7 16

거주

기간
20년 이상 37 12 25

최종

학력

무취학 및 

국민학교 
18 3 15

중학교 8 7 1

고등학교 11 2 9

직업

농업 23 5 18

농업 외 7 6 1

무직 7 1 6

소득

1000만원 이하 16 5 11

1000~3000만원 7 5 2

3000~5000만원 8 2 6

5000~8000만원 3 0 3

8000만원 이상 3 0 3

[표 28] 설문조사 결과-원주민의 인문사회학적 특성 

❚종합

귀농·귀촌인의 비율이 높은 도립1리(전원농촌마을)는 주 생활권이 마을 외

에도 이천시내, 서울시로 다양하고 광역적이었으며 대학교 이상의 졸업자 및 

농업 외 직업 종사자 비율이 높았다. 원주민의 비율이 높은 나래2리(일반농촌

마을)는 주 생활권이 대부분 마을 내이며 무취학·국민학교 졸업자 및 농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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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하는 주민의 비율이 높았다.

나이는 도립1리보다 나래2리가 좀 더 고령화되어 있으며 소득은 두 마을 모

두 고령화됨에 따라 1000만원 이하 저소득자가 많이 분포하고 있지만 나래2리

에 더 많으며 주민 간 소득격차도 나래2리가 도립1리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구 분 이천시 백사면 도립1리(44명) 이천시 장호원읍 나래2리(40명)

구성 귀농·귀촌인이 많다(72.7%) 원주민이 많다(62.5%)

주 생활권 마을 외인 주민이 많다(61.4%) 마을 내인 주민이 많다(77.5%)

나이 70대 이상인 주민이 54.6%이다 70대 이상인 주민이 67.5%이다

성별 여성이 55.0%이다 남성이 45.0%이다

거주기간 20년 이상 장기 거주자가 31.8%이다 20년 이상 장기 거주자가 67.5%이다

최종학력 대학교 이상 졸업자가 많다(40.9%)
무취학 및 국민학교 졸업자가 

많다(50.0%)

직업 농업 외 종사자가 많다(61.4%) 농업 종사자가 많다(60.0%)

소득
1000만원 이하 저소득자가 36.4%이다

50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2.3%이다

1000만원 이하 저소득자가 50.0%이다

50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17.5%이다

[표 29] 마을 간 주민의 인문사회학적 특성 차이 종합 

구 분 이천시 백사면 도립1리(32명) 이천시 장호원읍 나래2리(15명)

주 생활권 마을 외인 주민이 많다(69.0%) 마을 내인 주민이 많다(87.0%)

나이 70대 미만인 주민이 53.0%이다 70대 이상인 주민이 74.0%이다

거주기간 10년 이상 장기 거주자가 56.0%이다 10년 이상 장기 거주자가 33.0%이다

최종학력 대학교 이상 졸업자가 많다(57.0%) 고등학교 이하 졸업자가 많다(87.0%)

직업 농업 외 종사자가 많다(66.0%) 무직이 많다(47.0%)

소득 1000만원 이하 저소득자가 35.0%이다 1000만원 이하 저소득자가 60.0%이다

[표 30] 마을 간 귀농·귀촌인의 인문사회학적 특성 차이 종합 

구 분 이천시 백사면 도립1리(12명) 이천시 장호원읍 나래2리(25명)

주 생활권 마을 내인 주민이 많다(58.3%) 마을 내인 주민이 많다(72.0%)

나이 70대 이상인 주민이 75.0%이다 70대 이상인 주민이 64.0%이다

최종학력 중학교 이상 졸업자가 많다(75.0%)
무취학 및 국민학교 졸업자가 

많다(60.0%)

직업 농업 외 종사자가 많다(50.0%) 농업 종사자가 많다(72.0%)

소득 1000만원 이하 저소득자가 41.7%이다
1000만원 이하 저소득자가 44.0%이다

50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24.0%이다

[표 31] 마을 간 원주민의 인문사회학적 특성 차이 종합 



- 81 -

2. 마을 간 농촌정주어메니티 구성요소에 대한 평가 차이

❚나의 개인마당(개인정원)은 잘 조성되어 있다.

나의 개인마당(개인정원)이 잘 조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도립1리 평

균(M)값이 3.27, 장호원읍 나래2리 평균(M)값이 3.00으로 두 마을 모두 ‘보

통’이라는 평가가 도출되었으나 도립1리가 다소 더 높았다.(도립1리>나래2리)

실제로 도립1리는 화단과 잔디밭, 정원 조형물 등에 의하여 개인정원을 가

꾸고 있지만, 나래2리에서의 개인정원은 농산물을 저장하고 작업하는 공간으

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원 가꾸기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도가 적다. 그리

고 도립1리 주민은 설문지 문항의 ‘잘 조성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정원 가

꾸기로 해석하였지만, 나래2리에서는 포장이 잘 되어 있고 기능적인 면에서 

이상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었다.

❚우리마을 공공공간(정자, 벤치 등)은 잘 조성되어 있다.

우리마을 공공공간(정자, 벤치 등)이 잘 조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먼

저 도립1리 평균(M)값이 2.86으로 ‘보통’이라는 평가에 가까웠다. 그리고 나

래2리 평균(M)값은 4.08로 ‘그렇다’라는 척도에 대한 집중도가 매우 높았고

(표준편차(SD) 0.648) 따라서 나래2리의 평가 평균 값이 월등히 높았다.(나래2

리>도립1리) 

도립1리의 공공공간은 질과 양적인 면에서 나래2리의 공공공간보다 우수하

였으나 설문결과는 그 반대로 도출되었다. 이는 공공공간의 이용자인 주민이 

활용하기에 도립1리는 주민의 기대치보다 시설 상태가 열악하였고 이에 따라 

이용도도 저조하였으며 나래2리는 시설 상태가 주민의 기대치에 만족스럽게 

평가되었고 이용도도 높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마을안길(골목길)은 잘 조성되어 있다.

우리 마을안길(골목길)이 잘 조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도립1리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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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값이 3.09로 ‘보통이다’라는 척도에 대하여 집중도가 매우 높았다.(표준

편차(SD) 0.763) 그리고 나래2리 평균(M)값은 3.73으로 ‘양호’에 가까운 평가

가 도출되었으며 따라서 나래2리의 평가 값이 더 높았다.(나래2리>도립1리)  

도립1리의 마을안길에서는 돌담정비구간(연인의 길), 육괴정 및 느티나무에 

의하여 역사적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구간, 산수유군락에 의하여 꽃이 흐드러

지게 피어 있는 구간 등 다양한 경관을 조망할 수 있다. 그에 비해 나래2리의 

마을안길에서는 노후화된 콘크리트 블록, 콘크리트 포장, 무성한 덤불 등에 의

하여 정돈되지 않은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를 통해서는 상반

된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주민의 마을안길에 대한 기대에 따른 상대적인 

값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공공공간에 대한 평가와 유사하다. 

도립1리 주민은 마을안길 정비에 대한 더 많은 요구가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나래2리 주민은 마을안길 상태에 만족하고 있으며 걷기에 안전하며 포

장상태가 잘 되어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 마을둘레길(임도, 등산로)은 잘 조성되어 있다.

우리 마을둘레길(임도, 등산로)이 잘 조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도립1

리 평균(M)값이 3.41로 ‘보통’, 나래2리 평균(M)값은 2.93으로 ‘보통’에 

가까운 평가가 도출되어 도립1리의 평가 값이 더 높았다.(도립1리>나래2리)  

도립1리의 산수유둘레길은 임도로서 잘 정비되어 있어 이용하기에 쾌적하며 

축제 기간에도 많은 관광객이 찾을 정도로 원적산의 수려한 경관을 조망하며 

걸을 수 있는 공간이다. 나래2리의 등산로는 주민 혹은 인부가 직접 잡목과 

잡초를 제거하여 만든 산길이라서 고령인들이 걷기에 불편한 공간이다.

❚마을 내 마을학습프로그램은 잘 운영되고 있다.

마을 내 마을학습프로그램이 잘 운영되는지에 대한 평가는 도립1리 평균(M)

값이 2.75로 ‘보통’, 나래2리 평균(M)값은 2.23으로 ‘불량’에 가까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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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출되었다.(도립1리>나래2리)  

두 마을 모두 2017년에는 마을학습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서 대체로 

평가가 낮게 나왔으나 도립1리는 작년 농악을 배우는 마을학습프로그램 운영 

시  이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가 높았음을 면담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

❚종합

도립1리(전원농촌마을)는 농촌정주어메니티 구성요소 중 마을둘레길의 평가

가 가장 좋으며(3.41) 공공공간(2.86), 마을학습프로그램(2.75)에 대한 평가는 낮

았다.(마을둘레길>개인정원>마을안길>공공공간>마을학습프로그램) 그리고 나래

2리(일반농촌마을)는 반대로 공공공간에 대한 평가가 가장 좋으며(4.08) 마을둘

레길(2.93), 마을학습프로그램(2.23)의 평가는 낮다(공공공간>마을안길>개인정

원>마을둘레길>마을학습프로그램)는 도립1리와는 상반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마을학습프로그램은 두 마을 모두 2017년도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어서 똑같

이 낮은 평가를 받았다.

<최고-마을둘레길> <최저-공공공간>

[그림 60] 도립1리의 최고 및 최저 평가된 농촌정주어메니티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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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공공간> <최저-마을둘레길>

[그림 61] 나래2리의 최고 및 최저 평가된 농촌정주어메니티 구성요소

두 마을을 농촌정주어메니티 구성요소별 비교해보면, 도립1리에서 나래2리

보다 더 높게 평가된 구성요소는 [그림 6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을둘레길, 

개인정원, 마을학습프로그램이며, 나래2리가 도립1리보다 더 높게 평가된 농촌

정주어메니티 구성요소는 공공공간, 마을안길이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하여 도

립1리는 전원을 향유하고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요소, 나래2리는 바쁜 생산

활동으로 인해 평소에 접근하기 용이하며 마을공동체와 교류할 수 있는 요소

에 대한 평가가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2] 마을 간 농촌정주어메니티 구성요소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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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매우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
(2)

보통
이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5)

평균
(M)

표준편
차

(SD)

나의 개인마당
(개인정원)은 잘 
조성되어있다.

0 12 13 14 5
3.27 0.985

0.0% 27.3% 29.5% 28.0% 10.0%

우리마을 공공공간
(정자, 벤치 등)은 잘 

조성되어있다.

2 15 16 9 2
2.86 0.944

4.5% 34.1% 36.4% 20.5% 4.5%

우리 마을안길
(골목길)은 잘 
조성되어있다.

1 7 24 11 1
3.09 0.763

2.3% 15.9% 54.5% 25.0% 2.3%

우리 마을둘레길
(임도, 등산로)은 잘 

조성되어있다.

0 9 13 17 5
3.41 0.937

0.0% 20.5% 29.5% 38.6% 11.4%

마을 내 
마을학습프로그램은 
잘 운영되고 있다.

3 20 8 11 2

2.75 1.047
6.8% 45.5% 18.2% 25.0% 4.5%

[표 32] 설문조사 결과-농촌정주어메니티 구성요소에 대한 평가(도립1리)

구 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M)

표준
편차
(SD)

나의 개인마당
(개인정원)은 잘 
조성되어있다.

0 17 11 7 5
3.00 1.049

0.0% 42.5% 27.5% 17.5% 12.5%

우리마을 공공공간
(정자, 벤치 등)은 잘 

조성되어있다.

0 2 1 29 8
4.08 0.648

0.0% 5.0% 2.5% 72.5% 20.0%

우리 마을안길
(골목길)은 잘 
조성되어있다.

0 6 4 25 5
3.73 0.866

0.0% 15.0% 10.0% 62.5% 12.5%

우리 마을둘레길
(임도, 등산로)은 잘 

조성되어있다.

3 14 10 9 4
2.93 1.127

7.5% 35.0% 25.0% 22.5% 10.0%

마을 내 
마을학습프로그램은 
잘 운영되고 있다.

11 14 10 5 0

2.23 0.987
27.5% 35.0% 25.0% 12.5% 0.0%

[표 33] 설문조사 결과-농촌정주어메니티 구성요소에 대한 평가(나래2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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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을 간 농촌정주어메니티에 따른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 현황 차이

❚나는 개인마당(개인정원)을 가꾼다.

개인마당(개인정원) 가꾸기 현황에서 도립1리 평균(M)값이 3.89로 ‘활성’

에 가까우며, 나래2리 평균(M)값은 3.18로 ‘보통’이라는 평가에 가까워 도립

1리가 다소 더 높다고 도출되었다.(도립1리>나래2리)

실제로도 도립1리에서 잘 가꾸어진 개인정원이 더 많이 관찰되었으며, 농촌

정주어메니티 구성요소 중 개인정원에 대한 도립1리 주민 평가와도 일맥상통

하고 있다.

❚나는 개인마당(개인정원)에서 독서를 한다.

개인마당(개인정원)에서의 독서 활동 현황에서 도립1리 평균(M)값은 2.57로 

‘보통’에 가까우며, 나래2리 평균(M)값은 1.80으로 ‘비활성’이라는 평가에 

가깝게 도출되었다.(도립1리>나래2리)

개인정원이 발달한 도립1리에서는 이 공간을 활용한 여가활동이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개인정원이 발달하지 않은 나래2리에서는 미비

하였다.

❚나는 개인마당(개인정원)에서 이웃과 교류를 한다.

개인마당(개인정원)에서 이웃과의 교류 활동 현황에서 도립1리 평균(M)값은 

3.41로 ‘보통’에 가까우며, 나래2리 평균(M)값은 1.80로 ‘비활성’이라는 

평가에 가깝게 도출되었다.(도립1리>나래2리)

개인정원이 발달한 도립1리에서는 이 공간을 활용한 이웃과의 교류 활동이 

발생하고 있으나, 나래2리에서는 미약하였다.

❚나는 공공공간(정자, 벤치 등)에서 이웃들과 교류를 한다.

공공공간(정자, 벤치 등)에서 이웃들과의 교류 현황에서 나래2리 평균(M)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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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4.10으로 ‘활성’, 도립1리 평균(M)값은 2.84로 ‘보통’이라는 평가에 가

깝게 도출되었고 두 마을 간 격차가 다소 크게 나타났다.(나래2리>도립1리)

실제로도 나래2리에서는 마을회관 앞 간이의자에 의하여 조성된 작은 쉼터

에서 주민들이 자주 모이고 있었으며, 마을회관의 이용률도 특히 농한기에 매

우 활성화되어 있었다. 질과 양적인 면에서 더 우수한 도립1리의 공공공간보

다 나래2리의 공공공간 이용률이 더 높은 것은 우리나라 전통적인 농촌마을 

주민들의 성향이라고 볼 수 있다. 이웃과의 교류 활동이 도립1리에서는 개인

정원, 나래2리에서는 공공공간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촌정주어메니티 

구성요소 중 공공공간에 대한 각 마을주민의 평가와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나는 운동, 산책, 명상 등의 여가를 위하여 우리 마을안길(골목길)을 걷는다.

마을안길(골목길) 걷기 활동 현황에서 나래2리 평균(M)값이 3.55로 ‘활성’

에 가까우며, 도립1리 평균(M)값은 3.09로 ‘보통’이라는 평가에 가깝게 도출

되어 나래2리가 다소 더 높았다.(나래2리>도립1리)

질적으로 더 우수한 도립1리 마을안길보다 나래2리 마을안길 이용률이 높은 

것은 각 마을주민들의 기대치와 여가성향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나는 운동, 산책, 명상 등의 여가를 위하여 우리 마을둘레길(임도, 등산로)을 걷는다.

마을둘레길(임도, 등산로) 걷기 활동 현황에서 도립1리 평균(M)값은 3.32로 

‘보통’에 가까우며, 나래2리 평균(M)값은 2.35로 ‘비활성’이라는 평가에 

가깝게 도출되어 두 마을 간 격차가 다소 크게 나타났다.(도립1리>나래2리)

실제 도립1리에서는 산수유둘레길 이용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농촌정주어메

니티 구성요소 중 마을둘레길에 대한 각 마을주민 평가와 일맥상통하고 있다.

❚나는 마을학습프로그램을 참여한다.

마을학습프로그램 참여 활동 현황에서 도립1리 평균(M)값이 2.45로 ‘비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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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가까우며, 장호원읍 나래2리 평균(M)값은 2.70으로 ‘보통’이라는 평

가에 가깝게 도출되었다.(나래2리>도립1리)

2017년도에는 두 마을 모두 마을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2016

년 운영할 시에 나래2리 참여율이 도립1리보다 다소 더 높게 나타났다.

❚종합

도립1리(전원농촌마을)는 [그림 6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상적 옥외 여가활

동 중 개인정원 가꾸기가 가장 활발하였으며(3.89) 그 다음으로 개인정원에서 

이웃과의 교류(3.41)와 마을둘레길에서 걷기 활동(3.32)도 활발하였다. 그러나 

공공공간에서 이웃과의 교류(2.84), 개인정원에서 독서(2.57)가 가장 비활성화되

어 있었다.(개인정원 가꾸기>개인정원에서 이웃과의 교류>마을둘레길 걷기>마

을안길 걷기>공공공간에서 이웃과의 교류>개인정원에서 독서>마을학습프로그

램 참여) 그리고 나래2리(일반농촌마을)는 도립1리와 반대로 공공공간에서 이

웃과의 교류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으며(4.10) 마을안길에서 걷기 활동(3.55)도 

활발하였다. 그러나 마을둘레길에서 걷기 활동(2.35), 개인정원에서 독서(1.80), 

개인정원에서 이웃과의 교류(1.80)가 가장 비활성화되어 있었다.(공공공간에서 

이웃과의 교류>마을안길 걷기>개인정원 가꾸기>마을학습프로그램 참여>마을둘

레길 걷기>개인정원에서 독서=개인정원에서 이웃과의 교류)

두 마을을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별 비교해보면, 도립1리에서 나래2리보다 

더 활성화된 활동은 개인정원 가꾸기, 개인정원에서 독서, 개인정원에서 이웃

과의 교류, 마을둘레길에서 걷기로의 4가지이며 나래2리가 도립1리보다 더 활

성화된 활동은 공공공간에서 이웃과의 교류, 마을안길에서 걷기, 마을학습프로

그램 참여로 3가지다. 이처럼 두 마을의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 활성화 양상은 

매우 상반되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농촌정주어메니티 구성요소에 대한 평가

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도립1리는 자연과 벗하며 전원을 즐기는 여가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나래2리는 이웃과 교류하고 접근 용이한 공간을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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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었다.

[그림 63] 마을 간 농촌정주어메니티에 따른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 현황   

구 분

매우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

(2)

보통

이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5)

평균

(M)

표준

편차

(SD)

개인정원 가꾸기
1 3 9 18 13

3.89 0.982
2.3% 6.8% 20.5% 40.9% 29.5%

개인정원에서 

독서

4 23 6 10 1
2.57 1.009

9.1% 52.3% 13.6% 22.7% 2.3%

개인정원에서 

이웃 간 교류

1 8 11 20 4
3.41 0.961

2.3% 18.2% 25.0% 45.5% 9.1%

공공공간에서의 

이웃 간 교류

3 18 11 7 5
2.84 1.127

6.8% 40.9% 25.0% 15.9% 11.4%

마을안길 걷기
1 16 10 12 5

3.09 1.083
2.3% 36.4% 22.7% 27.3% 11.4%

마을둘레길 걷기
2 10 9 18 5

3.32 1.082
4.5% 22.7% 20.5% 40.9% 11.4%

마을학습프로그램 

참여

2 31 3 5 3
2.45 0.988

4.5% 70.5% 6.8% 11.4% 6.8%

[표 34] 설문조사 결과-농촌정주어메니티에 따른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 현황(도립1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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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M)

표준

편차

(SD)

개인정원 가꾸기
4 13 5 8 10

3.18 1.376
10.0% 32.5% 12.5% 20.0% 25.0%

개인정원에서 

독서

14 22 2 2 0
1.80 0.748

35.0% 55.0% 5.0% 5.0% 0.0%

개인정원에서 

이웃 간 교류

16 20 0 4 0
1.80 0.872

40.0% 50.0% 0.0% 10.0% 0.0%

공공공간에서의 

이웃 간 교류

0 9 2 5 24
4.10 1.241

0.0% 22.5% 5.0% 12.5% 60.0%

마을안길 걷기
3 12 0 10 15

3.55 1.431
7.5% 30.0% 0.0% 25.0% 37.5%

마을둘레길 걷기
12 16 2 6 4

2.35 1.314
30.0% 40.0% 5.0% 15.0% 10.0%

마을학습프로그램 

참여

6 17 5 7 5
2.70 1.269

15.0% 42.5% 12.5% 17.5% 12.5%

[표 35] 설문조사 결과-농촌정주어메니티에 따른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 현황(나래2리)

4. 마을 간 정주만족도 평가 차이 

❚나는 우리 마을에서 정주하는데 만족한다.

정주만족도에 대한 평가에서 [그림 64]와 같이 도립1리 평균(M)값이 3.84, 나

래2리 평균(M)값이 3.63으로 두 마을 모두 ‘만족’에 가까웠으나 도립1리가 

다소 더 높았다.(도립1리>나래2리)

공공공간에서 이웃과의 교류 활동이 활발한 나래2리의 정주만족도보다 마을

둘레길을 걷고 개인정원 가꾸기가 활발한 도립1리의 정주만족도가 더 높았다. 

이는 이웃과의 교류 활동보다 마을의 전원환경을 향유하는 여가활동이 정주만

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좀 더 다양한 일상적 옥외 여가를 즐기

며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마을주민의 정주만족도가 더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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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마을 간 정주만족도

구 분

매우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

(2)

보통

이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5)

평균

(M)

표준편차

(SD)

도립1리
1 0 12 23 8

3.84 0.796
2.3% 0.0% 27.3% 52.3% 18.2%

나래2리
0 5 8 24 3

3.63 0.796
0.0% 12.5% 20.0% 60.0% 7.5%

[표 36] 설문조사 결과-정주만족도



- 92 -

4절: 소결

도립1리는 신규 인구가 많이 유입되어 마을 인구구성 중 귀농·귀촌인의 비

율이 30% 이상 차지하며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로 매년 20여 만 명의 방문객

이 찾고 있고 농업활동과 마을공동체 중심의 전통적인 농촌마을 특성이 약화

되고 있는 마을이다. 도립1리는 대규모 산수유군락이 분포하는 아름다운 원적

산 아래 위치하며 조선시대의 유서 깊은 육괴정 등의 역사자원이 잘 보전되고 

있고 주민은 이러한 마을에 대한 정주만족도와 애향심이 높았다. 2000년도부

터 축제가 개최되면서 마을정비가 꾸준히 진행되어 쉼터(공공공간), 마을안길, 

벽화, 그네, 산수유사랑채, 친환경주차장 등이 조성되었고 이러한 공간들이 축

제 외 기간에는 주민들이 산책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생활자원이 되었으며 

마을의 정돈된 분위기 조성에 일조하였다. 이 외에도 도립1리에는 수려한 경

관을 조망할 수 있는 산수유둘레길(임도)이 마을에 인접하고 있어 주민의 30% 

이상이 산책 및 운동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또한 마을 전체 주택 중 잔디

밭, 화단, 파고라, 정원등 등의 정원 가꾸기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개인주택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활성화되어 있었다. 이렇게 도립1리는 마을의 

다양한 자연 및 생활자원이 풍부하게 발달하였으며 이러한 자원을 향유하는 

방식이 주민의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으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원주민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나래2리는 복숭아 과수 농가가 밀집되어 있고 

집성촌이여서 전통적인 농촌마을 공동체 특성이 많이 남아 있는 마을이며 바

쁜 생산활동으로 인하여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

었다. 나래2리는 나지막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나 마을 내부에서는 산림경관

에 대한 시각적 점유율이 낮았으며 별다른 역사자원이 보전되고 있지 않았다. 

복숭아 과수 및 수도작이라는 생산활동 중심의 나래2리는 전반적으로 정주만

족도와 애향심이 양호하였으나 도립1리보다는 낮았으며, 주민심층면담 시 이

웃 간 갈등 및 불만이 다소 발견되었다. 마을사업이 한 번도 추진된 적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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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나래2리는 체계적인 마을정비가 진행되지 않아서 노후화된 콘크리트 블록, 

무성한 덤불, 방치된 농업폐기물 등이 많이 관찰되었으며 개인정원들도 주로 

주차 및 작업공간으로 사용되어 정원 가꾸기 행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다. 

주민들의 쉼터(공공공간)는 마을회관 앞 상곡정(정자)과 나무 아래 간이의자로 

조성된 공간 뿐 이었으나 전통적인 농촌마을 공동체 특성 상 주민들 간 교류 

활동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었고 복숭아 과수와 동일 성씨라는 공동관심사, 그

리고 20년 이상의 장기 거주자들의 높은 비율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보여진다. 나래2리에도 주민들의 산책 및 운

동코스인 마을둘레길이 위치하고 있지만 도립1리의 산수유둘레길과 같이 보행

하기 쾌적하게 정비되어 있는 임도가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잡목과 잡초를 제

거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산길이라서 고령화된 나래2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어려운 상태였다. 이와 같이 나래2리는 생산활동 외 마을의 자연 및 생활자원

의 발달 상태가 미약하였으나 다만 공공공간에서 주민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

고 교류하는 활동만이 일상적으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농촌마을의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은 일상적 생활권 범위 내 근린생활공간에

서 누릴 수 있으며 즉흥적인 내적 보상과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특별한 훈련

이나 기술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박광원 외 2인, 2016)이다. 도립1리에

서는 이러한 일상적 옥외 여가가 전원을 향유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개인정원을 가꾸고 마을안길과 마을둘레길을 걸으며 자연과 마을경관

을 즐기고 있었다. 나래2리에서는 전원을 향유하는 것보다는 접근하기 용이한 

공간에서 이웃과 교류하고 친목을 다지는 활동이 발달하였으며 바쁜 생산활동

으로 인해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취할 수 있는 여가활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립1리는 전원을 향유하고 능동적인 가치를 생산할 수 있

는 요소, 나래2리는 바쁜 생산활동으로 인해 별도의 여가활동에 투자하기 보

다는 접근하기 용이하며 마을공동체와 교류할 수 있는 요소가 발달하였다. 뿐 

만 아니라 도립1리에서는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이 종류별 다양하고 고르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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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는 편이나 나래2리에서는 상대적으로 공공공간에서 이웃과의 교류 활동에 

편중되어 다양성은 떨어지는 편이다.

이와 같이 두 마을은 각기 다른 여가공간 및 활동이 발달하였다. 그러나 정

주만족도는 도립1리가 다소 높았으며 이에 따라 정주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은 전원을 향유하며 개인적 가치를 추구하는 요

소임을 유추해볼 수 있다.

두 마을 간에 일상적 여가활동 및 공간에 대한 인식의 차이도 발견되었다. 

개인정원이 전원을 향유하는 나만의 공간이라고 평가하는 도립1리와 작업 및 

주차공간이라고 평가하는 나래2리. 그리고 마을안길이 걷기에 아름답고 쾌적

한 공간이여야 한다고 평가하는 도립1리와 보행하기에 안전하며 편리해야 한

다고 평가하는 나래2리가 대조적이었으며 이는 주민심층면담과 설문조사 결과 

시 드러났다. 이와 같이 전원을 향유하며 삶의 질을 중시하는 도립1리와 생산

활동과 관계하는 환경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이외 여가를 즐길 시간적 여유가 

적은 나래2리에서는 일상적 여가공간에 대한 인식 상태에서도 대조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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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수도권 근교 농촌마을의 일상적 옥외 여

가활동과 정주만족도 간 관계

1절: 정주만족도 향상과 관계하는 농촌정주어메니티 구성요

소와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

1. 농촌정주어메니티 구성요소와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 간 상관관계

농촌정주어메니티 구성요소에 따라서, 즉 일상적 옥외 여가공간의 상태1)에 

따라 주민의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이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농촌정주어

메니티 구성요소(일상적 옥외 여가공간)와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 간의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농촌정주어메니티 구성요소와 해

당 농촌정주어메니티 구성요소에서 발생하는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 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도립1리(전원농촌마을)의 농촌정주어메니티 구성요소 중 개인정원의 조성 

상태는 [표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정원 가꾸기 활동과 중등의 정(+)의 

상관관계(Pearson 상관계수 0.361, p<0.01)를 보이고 있다. 유의미하지는 않지

만 나래2리(일반농촌마을)에서도 어느 정도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

다.(Pearson 상관계수 0.277, p=0.083) 

나래2리(일반농촌마을)의 농촌정주어메니티 구성요소 중 마을안길의 조성 

상태 평가는 [표 38]과 같이 마을안길 걷기 활동(Pearson 상관계수 0.485, 

p<0.01)과 중등의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1) 일상적 옥외 여가공간 상태의 척도는 설문지를 통한 주민의 주관적인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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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도립1리(전원농촌마을) 나래2리(일반농촌마을)

Pearson 상관계수 p(양쪽) Pearson 상관계수 p(양쪽)

개인정원 가꾸기 0.361 0.016** 0.277 0.083

개인정원에서

독서
0.050 0.748 -0.96 0.558

개인정원에서

이웃 간 교류
0.194 0.207 -0.027 0.867

[표 37] 개인정원 조성 상태와 개인정원에서 발생하는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 간 상관분석

*p<0.05, **p<0.01, ***p<0.001

구  분
도립1리(전원농촌마을) 나래2리(일반농촌마을)

Pearson 상관계수 p(양쪽) Pearson 상관계수 p(양쪽)

마을안길 걷기 -0.037 0.809 0.485 0.001**

[표 38] 마을안길 조성 상태와 마을안길 걷기 활동 간 상관분석

*p<0.05, **p<0.01, ***p<0.001

구  분
도립1리(전원농촌마을) 나래2리(일반농촌마을)

Pearson 상관계수 p(양쪽) Pearson 상관계수 p(양쪽)

공공공간에서 

이웃과의 교류
0.129 0.403 0.208 0.197

[표 39] 공공공간 조성 상태와 공공공간에서 이웃과의 교류 활동 간 상관분석

*p<0.05, **p<0.01, ***p<0.001

구  분
도립1리(전원농촌마을) 나래2리(일반농촌마을)

Pearson 상관계수 p(양쪽) Pearson 상관계수 p(양쪽)

마을둘레길 걷기 0.230 0.133 -0.067 0.683

[표 40] 마을둘레길 조성 상태와 마을둘레길 걷기 활동 간 상관분석

*p<0.05, **p<0.01, ***p<0.001

구분
도립1리(전원농촌마을) 나래2리(일반농촌마을)

Pearson 상관계수 p(양쪽) Pearson 상관계수 p(양쪽)

마을학습프로그램 참여 0.220 0.152 0.094 0.565

[표 41] 마을학습프로그램 운영 상태와 마을학습프로그램 참여 활동 간 상관분석

*p<0.05, **p<0.01, ***p<0.001

위의 [표 39~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정원과 마을안길 외에는 두 마을

의 농촌정주어메니티 구성요소와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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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두 마을 중 도립1리는 농촌정주어메니티 구성요소 중 개인정원 조성 상태와 

개인정원 가꾸기, 나래2리는 마을안길 조성 상태와 마을안길 걷기 활동만이 

중등의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실제 도립1리에서는 개인정원 가꾸

기 외에도 다양한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이 비교적 골고루 발생하고 있으며 나

래2리에서는 공공공간에서 이웃과의 교류 활동만이 편중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도립1리에서 다양한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이 두루 발생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상관관계는 개인정원의 조성 상태와 개인정원 가꾸기 활동 간 관계만

이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여가공간의 상태에 의한 것보다 주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의지에 의하여 여가활동이 활성화되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나래2리에서는 실제 공공공간에서 이웃과의 교류 활동이 매우 활성

화된 것에 비하여 공공공간의 조성 상태와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공간의 조성 상태에 상관없이 주민들의 의지에 의하여 이웃과의 교류가 활발

함을 알 수 있었다.

2. 농촌정주어메니티 구성요소와 정주만족도 간 상관관계

선행연구에 의하면 마을환경과 커뮤니티 요인에 대한 농촌주민들의 만족도

가 특히 높게 평가되었으므로 농촌정주어메니티 구성요소에 따라서, 즉 일상

적 옥외 여가공간의 조성 상태와 정주만족도 간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

이라고 판단되었다.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립1리(전원농촌마을)에서는 농촌정주어메니티 

구성요소 중 4가지(공공공간, 마을안길, 마을둘레길, 마을학습프로그램)가 정주

만족도와 중등의 정(+)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 다양한 일상적 옥외 여가공간

이 정주만족도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마을

둘레길은 정주만족도와 강한 양(+)(Pearson 상관계수 0.544, p<0.001)의 상관관

계를 갖고 있어 마을주민의 일상적 옥외 여가환경과 큰 관계를 맺는 요소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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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었다.

나래2리(일반농촌마을)에서는 농촌정주어메니티 구성요소 중 공공공간만이 

정주만족도와 중등의 정(+)의 상관관계(Pearson 상관계수 0.394, p<0.05)를 갖고 

있어 벤치, 정자 등의 공공공간이 나래2리 주민의 정주만족도와 긍정적인 관

계를 맺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실제로도 나래2리는 공공공간에서 이

루어지는 이웃과의 교류 활동이 매우 활발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상관관계 개인정원 공공공간 마을안길 마을둘레길
마을학습 

프로그램

도립1리

(전원농촌

마을)

Pearson 

상관계수
-0.003 0.395 0.435 0.544 0.388

p(양쪽) 0.986 0.008** 0.003** 0.000*** 0.009**

나래2리

(일반농촌

마을)

Pearson 

상관계수
0.120 0.394 0.213 0.192 0.139

p(양쪽) 0.462 0.012** 0.187 0.236 0.392

[표 42] 농촌정주어메니티 구성요소(일상적 옥외 여가공간)와 정주만족도 간 상관분석

*p<0.05, **p<0.01, ***p<0.001

두 마을 중 도립1리는 농촌정주어메니티 구성요소와 정주만족도 간 정(+)의 

상관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나 나래2리는 공공공간만이 정주만족도와 상

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도립1리에서 일상적 옥외 여가공간과 정주만족도 간

의 긍정적인 관계가 더 강하게 도출되었다. 그 중에서 마을둘레길이 가장 강

한 관계를 보여주었다.(Pearson 상관계수 0.544, p<0.001)

3. 농촌마을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과 정주만족도 간 상관관계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농촌주민의 정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

로서 여가활동이 언급되고 있다. 따라서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과 정주만족도 

간에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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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을 보면 도립1리(전원농촌마을)에서는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 중 6가

지(개인정원 가꾸기, 개인정원에서 독서, 개인정원에서 이웃과의 교류, 공공공

간에서 이웃과의 교류, 마을둘레길 걷기, 마을학습프로그램 참여)가 정주만족

도와 중등의 정(+)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특히 개인정원에서 이웃과의 교

류 활동이 정주만족도와의 상관관계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Pearson 상관계수 

0.590, p<0.001) 이와 같이 도립1리의 다양한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이 정주만

족도와 상당한 긍정적 상호작용을 하고 있었으며 개인정원에서 이웃과의 교

류, 개인정원 가꾸기, 마을둘레길 가꾸기와 같은 활동들이 특히 상관성이 높게 

나타나 도립1리 주민의 전원을 향유하는 여가적 성향을 알 수 있었다.

나래2리(일반농촌마을)에서는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 중 공공공간에서 이웃

과의 교류만이 정주만족도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나 그 정도가 강하여

(Pearson 상관계수 0.594, p<0.001) 나래2리의 주민 간 활발한 교류가 그들의 

정주만족도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분

개인

정원 

가꾸기

개인

정원

에서 

독서

개인

정원

에서 

이웃 간 

교류

공공

공간

에서 

이웃 간 

교류

마을

안길 

걷기

마을

둘레길 

걷기

마을

학습

프로

그램 

참여

도립

1리

Pearson 

상관계수
0.413 0.367 0.590 0.352 0.175 0.402 0.381

p(양쪽) 0.005** 0.014*
0.000**

*
0.019* 0.256 0.007** 0.011*

나래

2리

Pearson 

상관계수
-0.009 -0.084 -0.216 0.594 0.247 0.197 0.111

p(양쪽) 0.958 0.607 0.181
0.000**

*
0.125 0.223 0.494

[표 43]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과 정주만족도 간 상관분석

*p<0.05, **p<0.01, ***p<0.001

두 마을 중 도립1리는 대부분의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과 정주만족도 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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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관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나 나래2리는 공공공간에서 이웃과의 교

류만이 정주만족도와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도립1리에서의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과 정주만족도 간의 긍정적인 관계가 더 강하게 도출되었다. 이는 농

촌정주어메니티 구성요소와 정주만족도 간의 관계와 일맥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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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농촌마을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 활성화 집단

1. 설문응답자 집단 간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 차이

❚차이분석에 의한 설문응답자 집단 간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 차이

주민의 인문사회학적 특성에 따라서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의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차이분석 t-test와 일원배치분산분석 one-way ANOVA를 실

시하였으며 사후분석으로는 Scheffe(등분산을 가정함)와 Dunnett의 T3(등분산

을 가정하지 않음)를 사용하였다.

도립1리(전원농촌마을)에서는 [표 44]와 같이 설문응답자 집단의 인구구성, 

나이, 거주기간 항목에서만 일부분 유의미한 값이 도출되었다. 먼저 <인구구

성> 항목에서는 원주민 집단이 귀촌인 집단보다 공공공간에서 이웃과의 교류

(p<0.05)를 활발히 하고 있었다. <나이> 항목에서는 70대 이상 집단에서 개인

정원 가꾸기(p<0.05), 공공공간에서 이웃과의 교류(p<0.01)와 마을학습프로그램 

참여(p<0.05)를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었다. <거주기간> 항목에서는 20년 이상 

거주한 집단에서 공공공간에서 이웃과의 교류(p<0.05)가 가장 활발하였다.   

나래2리(일반농촌마을)에서는 [표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문응답자 집단

의 인구구성, 나이, 성별, 최종학력, 소득 항목에서 일부분 유의미한 값이 도출

되었다. 먼저 <인구구성> 항목에서는 나래2리 주민 전체가 공공공간에서 이웃

과의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있었지만 도립1리와는 달리 특히 귀농·귀촌인 집

단에서 활성화되어 있었다. <나이> 항목에서는 60대 집단이 개인정원 가꾸기

(p<0.01)와 마을안길 걷기(p<0.01) 활동을 가장 활발히 하고 있었으며 70대 이

상의 집단이 그 다음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70대 이상 집단은 

공공공간에서 이웃과의 교류(p<0.001)를 가장 활발히 하고 있으며, 60대 집단

이 그 다음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다. 50대 집단에서는 마을둘레길 걷기

(p<0.01) 활동만 활발히 참여하고 있었다. <성별> 항목에서는 여성 집단이 개

인정원 가꾸기(p<0.01)와 마을학습프로그램 참여(p<0.001)를 활발하게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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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최종학력> 항목에서 대학교 이상 졸업 집단은 2명뿐이므로 설명력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무취학 및 국민학교 졸업 집단에서 마을안길 걷기 활동

(p<0.001)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다. <소득> 항목에서는 5000만원 이하 집단이 

공공공간에서 이웃과의 교류(p<0.001)와 마을안길 걷기 활동(p<0.001)을 활발하

게 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5000만원 이상 집단은 마을둘레길 걷

기 활동(p<0.01)을 활발하게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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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인정원 

가꾸기

개인정원에서 

독서

개인정원에서 

이웃과의 교류

공공공간에서 

이웃과의 교류

평균

(M)

표준편

차(SD)

평균

(M)

표준편

차(SD)

평균

(M)

표준편

차(SD)

평균

(M)

표준편

차(SD)

구

성

원주민 3.917 1.083 2.167 0.717 3.583 0.793 3.500 1.087

귀농·귀촌인 3.875 0.975 2.719 1.084 3.344 1.035 2.594 1.073

t(p) 0.122(0.903) -1.956(0.060) 0.724(0.473) 2.486(0.017*)

주

생

활

권

마을 내 3.706 1.263 2.294 0.848 3.059 0.899 2.706 0.985

읍면소재지 4.125 0.834 2.625 0.916 3.875 0.991 3.250 1.581

이천시내 및

서울시
3.947 0.779 2.789 1.182 3.526 0.964 2.789 1.084

F(p) 0.535(0.589) 1.076(0.351) 2.290(0.114) 0.643(0.531)

나

이

50대 3.250 1.281 2.125 1.246 2.875 1.126 1.875 0.640

60대 3.667 0.778 2.583 0.900 3.333 0.887 2.417 0.900

70대 이상 4.208 0.883 2.708 0.999 3.625 0.923 3.375 1.095

F(p) 3.579(0.037*) 0.981(0.384) 1.914(0.160) 8.566(0.001**)

성

별

남성 3.810 1.077 2.619 1.023 3.333 0.912 2.762 1.220

여성 3.957 0.928 2.522 1.038 3.478 1.038 2.913 1.083

t(p) -0.486(0.630) 0.313(0.756) -0.490(0.627) -0.435(0.666)

거

주

기

간

10년 미만 3.714 1.204 2.571 1.222 3.071 0.997 2.286 0.913

10~20년 4.063 0.771 2.938 0.997 3.563 1.093 2.813 1.167

20년 이상 3.857 1.027 2.143 0.663 3.571 0.755 3.429 1.089

F(p) 0.456(0.637) 2.412(0.102) 1.254(0.296) 4.020(0.025*)

최

종

학

력

무취학 및 

국민학교
3.667 1.527 2.000 0.000 3.333 0.577 3.000 1.732

중고등학교 3.913 0.848 2.391 0.891 3.522 0.898 3.000 1.044

대학교 이상 3.889 1.131 2.889 1.182 3.278 1.127 2.611 1.195

F(p) 0.078(0.925) 1.759(0.185) 0.317(0.730) 0.608(0.550)

직

업

농업 4.000 1.000 2.286 0.951 3.143 0.899 3.000 1.154

농업 외 3.889 1.050 2.556 1.086 3.444 0.974 2.667 1.176

무직 3.800 0.918 2.800 0.918 3.500 1.080 3.200 1.032

F(p) 0.080(0.923) 0.516(0.601) 0.314(0.732) 0.874(0.425)

소

득

1000만원 이하 3.750 0.683 2.563 0.963 3.313 1.014 2.813 0.981
1000~

3000만원
3.750 1.291 2.188 0.834 3.313 0.078 2.563 1.364

3000만원 이상 4.250 0.866 3.083 1.164 3.667 0.778 3.250 0.965

F(p) 1.111(0.339) 2.872(0.068) 0.568(0.571) 1.270(0.292)

[표 44] 주민의 인문사회학적 특성과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 간 차이분석(도립1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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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마을안길 걷기 마을둘레길 걷기
마을학습프로그램 

참여

평균

(M)

표준편차

(SD)

평균

(M)

표준편차

(SD)

평균

(M)

표준편차

(SD)

구

성

원주민 2.917 1.240 3.083 1.164 2.500 1.167

귀농·귀촌인 3.156 1.050 3.406 1.073 2.438 0.948

t(p) -0.641(0.525) -0.869(0.390) 0.183(0.856)

주

생

활

권

마을 내 2.882 0.992 3.059 1.088 2.235 0.970

읍면소재지 3.250 1.281 3.500 1.195 3.000 1.195

이천시내 및

서울시
3.211 1.134 3.474 1.073 2.421 0.901

F(p) 0.493(0.614) 0.771(0.469) 1.662(0.202)

나

이

50대 3.375 1.302 3.500 1.414 1.875 0.353

60대 2.917 0.900 2.917 0.900 2.167 0.389

70대 이상 3.083 1.138 3.458 1.062 2.792 1.215

F(p) 0.410(0.667) 1.120(0.336) 3.600(0.036*)

성

별

남성 3.143 1.062 3.333 1.016 2.571 0.925

여성 3.043 1.147 3.304 1.184 2.348 1.070

t(p) 0.297(0.768) 0.087(0.931) 0.738(0.465)

거

주

기

간

10년 미만 3.500 0.854 3.643 0.928 2.143 0.663

10~20년 3.000 1.154 3.375 1.147 2.625 1.087

20년 이상 2.786 1.188 2.929 1.141 2.571 1.157

F(p) 1.619(0.211) 1.563(0.222) 1.011(0.373)

최

종

학

력

무취학 및 

국민학교
3.667 0.577 3.333 0.577 3.000 1.732

중고등학교 2.739 1.053 3.130 1.099 2.391 0.940

대학교 이상 3.444 1.096 3.556 1.149 2.444 0.983

F(p) 2.741(0.076) 0.753(0.477) 0.482(0.621)

직

업

농업 2.571 1.133 3.000 1.154 1.857 0.378

농업 외 3.111 1.154 3.296 1.170 2.519 1.014

무직 3.400 0.843 3.600 0.843 2.700 1.159

F(p) 1.200(0.312) 0.621(0.542) 1.658(0.203)

소

득

1000만원 이하 2.938 1.062 3.438 0.963 2.250 0.930
1000~

3000만원
3.313 1.195 3.125 1.310 2.563 1.152

3000만원 이상 3.000 1.044 3.417 0.996 2.583 0.900

F(p) 0.513(0.602) 0.381(0.685) 0.517(0.600)

[표 44] 주민의 인문사회학적 특성과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 간 차이분석(도립1리)(계속)

Scheffe, Dunnett의 T3 /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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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인정원 

가꾸기

개인정원에서 

독서

개인정원에서 

이웃과의 교류

공공공간에서 

이웃과의 교류

평균

(M)

표준편

차(SD)

평균

(M)

표준편

차(SD)

평균

(M)

표준편

차(SD)

평균

(M)

표준편

차(SD)

구

성

원주민 3.04 1.274 1.88 0.781 1.80 0.816 3.80 1.414

귀농·귀촌인 3.40 1.595 1.67 0.724 1.80 1.014 4.60 0.737

t(p) -0.787(0.436) 0.859(0.396) 0.000(1.000) -2.347(0.024*)

주

생

활

권

마을 내 3.29 1.395 1.68 0.791 1.68 0.791 4.10 1.274

읍면소재지 2.78 1.394 2.22 0.441 2.22 1.093 4.11 1.269

F(p) 0.970(0.338) -1.967(0.056) -1.666(0.104) -0.30(0.976)

나

이

50대 2.000 0.000 2.000 0.755 2.125 1.246 2.500 0.925

60대 4.800 0.447 1.000 0.000 1.200 0.447 3.600 1.341

70대 이상 3.222 1.396 1.889 0.751 1.815 0.786 4.667 0.832

F(p) 8.738(0.001**) 3.700(0.034*) 1.767(0.185)
18.026(0.000**

*)

성

별

남성 2.56 0.984 2.11 0.900 2.17 1.098 3.72 1.320

여성 3.68 1.492 1.55 0.510 1.50 0.512 4.41 1.141

t(p) -2.861(0.007**) 2.502(0.017*) 2.373(0.026) -1.766(0.085)

거

주

기

간

10년 미만 3.600 1.505 2.000 0.666 2.200 1.032 4.400 0.843

10~20년 4.333 0.577 1.000 0.000 1.000 0.000 5.000 0.000

20년 이상 2.889 1.339 1.815 0.786 1.741 0.813 3.889 1.396

F(p) 2.196(0.125) 2.144(0.132) 2.497(0.096) 1.470(0.243)

최

종

학

력

무취학 및 

국민학교
3.300 1.592 1.700 0.470 1.600 0.502 4.700 0.923

중고등학교 3.167 1.200 1.778 0.942 1.778 0.942 3.444 1.338

대학교 이상 2.000 0.000 3.000 0.000 4.000 0.000 4.000 0.000

F(p) 0.782(0.465) 2.959(0.064) 9.746(0.000***) 5.932(0.006**)

직

업

농업 3.04 1.459 1.79 0.833 1.75 0.847 4.17 1.308

농업 외 2.33 0.577 2.67 0.577 3.33 1.155 4.00 0.000

무직 3.62 1.325 1.62 0.506 1.54 0.519 4.00 1.354

F(p) 1.327(0.277) 2.533(0.093) 6.610(0.004) 0.080(0.923)

소

득

1000만원 이하 3.800 1.281 1.650 0.489 1.550 0.510 4.500 1.051
1000~

3000만원
1.667 0.816 1.833 0.983 2.167 1.472 4.500 0.547

3000~

5000만원
3.429 1.133 2.429 1.133 2.571 0.975 4.286 1.112

5000만원 이상 2.429 1.133 1.571 0.534 1.429 0.534 2.429 1.133

F(p) 6.200(0.002**) 2.289(0.095) 3.716(0.020*) 7.637(0.000***)

[표 45] 주민의 인문사회학적 특성과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 간 차이분석(나래2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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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마을안길 걷기 마을둘레길 걷기
마을학습프로그램 

참여

평균

(M)

표준편차

(SD)

평균

(M)

표준편차

(SD)

평균

(M)

표준편차

(SD)

구

성

원주민 3.36 1.551 2.40 1.258 3.08 1.187

귀농·귀촌인 3.87 1.246 2.27 1.486 2.07 1.223

t(p) -1.134(0.290) 0.303(0.763) 2.584(0.014)

주

생

활

권

마을 내 3.39 1.476 2.42 1.385 2.58 1.385

읍면소재지 4.11 1.269 2.11 1.167 3.11 0.782

F(p) -1.333(0.191) 0.607(0.548) -1.472(0.154)

나

이

50대 2.125 1.246 3.625 1.407 2.250 0.462

60대 4.000 1.224 1.200 0.447 3.400 2.190

70대 이상 3.889 1.310 2.185 1.144 2.704 1.234

F(p) 6.120(0.005**) 7.723(0.002**) 1.248(0.299)

성

별

남성 3.06 1.392 2.72 1.274 1.89 0.583

여성 3.95 1.397 2.05 1.327 3.36 1.329

t(p) -2.028(0.050) 1.634(0.111) -4.683(0.000***)

거

주

기

간

10년 미만 3.600 1.173 2.300 1.494 2.200 0.918

10~20년 4.000 1.732 2.333 2.309 2.333 2.309

20년 이상 3.481 1.553 2.370 1.213 2.926 1.268

F(p) 0.173(0.842) 0.010(0.990) 1.318(0.280)

최

종

학

력

무취학 및 

국민학교
4.350 1.089 1.700 0.571 3.200 1.281

중고등학교 2.611 1.334 2.889 1.604 2.111 1.131

대학교 이상 4.000 0.000 4.000 0.000 3.000 0.000

F(p) 10.181(0.000***) 7.078(0.002**) 3.989(0.027*)

직

업

농업 3.75 1.511 2.25 1.359 2.83 1.373

농업 외 3.33 1.155 3.67 0.577 2.67 0.577

무직 3.23 1.423 2.23 1.301 2.36 1.266

F(p) 0.565(0.573) 1.640(0.208) 0.342(0.713)

소

득

1000만원이하 4.050 1.276 1.700 0.923 2.650 1.308
1000~

3000만원
4.167 1.169 3.000 0.894 2.500 1.516

3000~

5000만원
3.571 1.133 2.286 1.253 3.286 1.253

5000만원 이상 1.571 0.534 3.714 1.603 2.429 1.133

F(p) 8.817(0.000***) 6.403(0.001**) 0.629(0.601)

[표 45] 주민의 인문사회학적 특성과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 간 차이분석(나래2리)(계속)

Scheffe, Dunnett의 T3 /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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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통계량에 의한 원주민 및 귀농·귀촌인 집단 간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 차이

차이분석에 의해서는 원주민과 귀농·귀촌인 집단 간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림 65]의 기술통계량 그래프에서 보

면 도립1리의 귀농·귀촌인 집단이 원주민 집단보다 개인정원에서 독서, 마을

안길 걷기, 마을둘레길 걷기 활동의 3가지 항목에서 더 활발히 참여하고 있었

고 귀농·귀촌인 집단의 3점(보통) 이상의 활동으로는 개인정원 가꾸기, 개인

정원에서 이웃과의 교류, 마을안길 걷기, 마을둘레길 걷기가 있으며 이 4개 활

동이 활성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65] 인구구성에 따른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 현황(좌 : 도립1리/우 : 나래2리)

나래2리 귀농·귀촌인 집단은 원주민 집단보다 개인정원 가꾸기, 공공공간

에서 이웃과의 교류, 마을안길 걷기 활동의 3가지 항목에서 더 활발히 참여하

고 있었고 이는 귀농·귀촌인 집단의 3점(보통) 이상의 활동과도 동일하다. 

같은 귀농·귀촌인 집단이라도 도립1리는 개인정원 가꾸기, 마을둘레길 걷

기, 나래2리는 공공공간에서 이웃과의 교류 활동이 활발하여 서로 대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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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도립1리는 7개의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 분포가 

비교적 고르게 나타나고 있으나(다양성), 나래2리는 상대적으로 공공공간에서 

이웃과의 교류, 마을안길 걷기 활동에만 편중된 경향(비다양성)이 있다.

❚종합

차이분석으로부터 도립1리에서는 인구구성, 나이, 거주기간, 나래2리에서는 

인구구성, 나이, 성별, 최종학력, 소득에서 일부분 유의미한 값이 도출되었다. 

특히 두 가지 여가활동의 활성화 집단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첫 번째, 공공

공간에서 이웃과의 교류 활성화 집단이다. 공공공간에서 이웃과의 교류 활동

을 도립1리에서는 70대 이상의 2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한 원주민 집단에서 활

성화되어 있었으나 나래2리에서는 70대 이상의 5000만원 미만 소득의 무취학 

및 국민학교 졸업자 귀촌인 집단에서 활성화되어 있어서 서로 대조적이었다.

두 번째는 마을둘레길 걷기 활성화 집단이다. 마을둘레길 걷기는 도립1리에

서는 유의미한 활성화 집단이 없었으나 나래2리에서는 50대 고소득자 집단에

서 활성화되어 있었다. 이 집단은 마을둘레길 걷기 활동 외에는 마을 내 일상

적 옥외 여가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다.

이 외 활동은 먼저 도립1리에서 나이가 많을수록 개인정원 가꾸기와 마을학

습프로그램 참여를 활발히 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나래2리에서는 60대 

집단의 여성이 개인정원 가꾸기를, 50대의 남성이 개인정원에서 독서를, 대학

교 이상 졸업자 집단이 개인정원에서 이웃과의 교류를, 60대 이상 무취학 및 

국민학교 졸업자의 5000만원 이하 소득 집단이 마을안길 걷기를, 50대 이상의 

5000만원 이상 소득자 집단이 마을둘레길 걷기를, 여성 집단이 마을학습프로

그램 참여를 다른 집단에 비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경향이 있었다.

각 마을의 일상적 옥외 여가성향을 대표하며 마을 간 가장 큰 차이를 보이

는 활동은 도립1리의 마을둘레길 걷기와 나래2리의 공공공간에서 이웃과의 교

류이며 각 마을의 귀농·귀촌인 집단에서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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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마다 귀농·귀촌인의 성향이 다르다고 도출되었다. 도립1리의 귀농·귀촌

인 집단은 농업 외 종사자와 대학교 이상 졸업자가 많았고 1000만원 미만 저

소득자가 적었으나 나래2리의 귀농·귀촌인 집단은 무직 및 농업 종사자와 고

등학교 이하 졸업자가 많았고 또한 1000만원 미만 저소득자가 상대적으로 많

았다. 이러한 성향을 지닌 각 마을의 귀농·귀촌인 집단은 도립1리에서의 개

인적 전원 향유, 나래2리에서의 공동체 교류를 일상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2. 설문응답자 집단 간 정주만족도 차이

❚차이분석에 의한 설문응답자 집단 간 정주만족도 차이

설문응답자 집단 간 정주만족도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표 46]과 같이 도

립1리는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나래2리에서는 <나

이> 항목에서 70대 집단의 정주만족도가 가장 높은 경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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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도립1리 나래2리

평균(M) 표준편차(SD) 평균(M) 표준편차(SD)

구

성

원주민 4.000 0.852 3.56 0.961

귀농·귀촌인 3.781 0.792 3.73 0.458

t(p) 0.799(0.429) -0.768(0.447)

주

생

활

권

마을 내 3.824 1.074 3.71 0.783

읍면소재지 3.875 0.640 3.33 0.866

이천시내 및 서울시 3.842 0.602 - -

F(p) 0.011(0.989) 1.241(0.222)

나

이

50대 3.375 1.187 3.125 1.126

60대 4.083 0.514 3.000 0.000

70대 이상 3.875 0.740 3.889 0.640

F(p) 1.992(0.149) 5.522(0.008**)

성

별

남성 3.857 0.654 3.33 0.970

여성 3.826 0.936 3.86 0.560

t(p) 0.126(0.900) -2.056(0.050)

거

주

기

간

10년 미만 3.643 1.008 3.600 0.516

10~20년 3.938 0.573 4.000 0.000

20년 이상 3.929 0.828 3.593 0.930

F(p) 0.610(0.548) 0.339(0.715)

최

종

학

력

무취학 및 국민학교 3.667 1.154 3.800 0.767

중고등학교 3.957 0.638 3.500 0.857

대학교 이상 3.722 0.958 3.000 0.000

F(p) 0.491(0.616) 1.307(0.283)

직

업

농업 3.571 0.786 3.75 0.794

농업 외 3.926 0.873 3.00 0.000

무직 3.800 0.632 3.54 0.877

F(p) 0.543(0.585) 1.282(0.290)

소

득

1000만원 이하 3.750 0.577 3.650 0.745

1000~3000만원 3.813 1.046 3.667 0.816

3000~5000만원 4.000 0.738 3.857 0.378

5000만원 이상 - - 3.286 1.253

F(p) 0.335(0.717) 0.599(0.620)

[표 46] 주민의 인문사회학적 특성과 정주만족도 간 차이분석

Scheffe, Dunnett의 T3 / *p<0.05, **p<0.01, ***p<0.001

❚기술통계량에 의한 원주민 및 귀농·귀촌인 집단 간 정주만족도 차이

차이분석에 의해서는 원주민과 귀농·귀촌인 집단 간 정주만족도 차이가 두

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림 66]의 기술통계량 그래프를 보면 도립1리

에서의 원주민 집단이 귀농·귀촌인 집단보다 높았고 나래2리에서는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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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  집단이 원주민 집단보다 더 높았다. 그리고 같은 귀농·귀촌인 

집단이여도 도립1리에서 다소 더 높은 정주만족도를 보였다. 

[그림 66] 인구구성에 따른 정주만족도 현황

❚종합

차이분석에 의해서는 설문응답자 집단 간의 유의미한 결과가 두드러지지 않

았으나 기술통계량을 보면 도립1리 원주민 집단>도립1리 귀농·귀촌인 집단>

나래2리 귀농·귀촌인 집단>나래2리 원주민 집단 순으로 정주만족도가 도출되

었다. 두 마을 모두 전반적으로 양호한 정주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나 전원을 

향유하는 개인적 여가 성향을 지녀 다양한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도립1리의 

정주만족도가 공공공간에서 이웃과의 교류에 편중된 여가 성향을 보이는 나래

2리의 정주만족도보다 높았다. 

특히 공공공간에서 이웃과의 교류 활동만 하는 나래2리 귀농·귀촌인 집단

보다 마을둘레길을 걷는 도립1리 귀농·귀촌인 집단의 정주만족도가 다소 더 

높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도립1리 원주민 집단은 나래2리 귀

농·귀촌인 집단처럼 공공공간에서 이웃과의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지만 마을

둘레길 걷기도 활발히 하고 있으며 따라서 나래2리 귀농·귀촌인 집단보다 정

주만족도가 더 높았다. 이는 마을둘레길 걷기가 농촌주민의 정주만족도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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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활동임을 유추하게 해주며 이웃과의 교류 활동보

다 마을둘레길 걷기 활동이 정주만족도와 더 큰 긍정적 상관관계를 맺는 요소

임을 확인시켜주었다.

또한 공공공간 및 개인정원에서 이웃과의 교류 활동이 활발한 도립1리 원주

민 집단이 이웃과의 교류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귀농·귀촌인 집단보다 정주

만족도가 높았으며 나래2리에서도 교류 활동이 활발한 귀농·귀촌인 집단이 

교류를 활발하게 하지 않는 원주민 집단보다 높게 도출되었다. 이는 선행연구 

조영재 외 1인(2012)에서 주민의 커뮤니티 활동이 양호할수록 정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조영재 외 1인(2013)에서 도출

한 귀농·귀촌인의 학력, 거주기간, 이웃과의 교류 활동과 정주만족도 간의 유

의미한 관계를 본 연구에서는 얻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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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시사점

1. 정주만족도 향상과 관계하는 마을둘레길 걷기와 마을둘레길 걷기 활성화 집단

❚전원 향유형 일상적 여가 : 마을둘레길 걷기

도립1리(전원농촌마을)는 마을둘레길 걷기, 개인정원에서 이웃과의 교류, 개

인정원 가꾸기 등 전원을 향유하며 개인적 가치를 생산하는 여가 성향을 보이

며 나래2리(일반농촌마을)는 공공공간에서 이웃과의 교류, 마을안길 걷기 등 

접근하기 용이한 공간에서 이웃과 교류하며 공동체적 가치를 생산하는 여가 

성향을 보였다. 이와 같이 두 마을은 각기 다른 여가공간 및 활동이 발달하였

으나 정주만족도는 도립1리에서 더 높게 평가되었다. 따라서 주민의 정주만족

도 향상과 더 큰 상관관계를 맺는 농촌마을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은 여유롭게 

전원을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요소와 활동임을 유추해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원을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마을둘레길 걷기 활동은 도

립1리(전원농촌마을)의 정주만족도와 정(+)의 상관관계를 맺는 농촌정주어메니

티 구성요소(일상적 옥외 여가공간) 4가지 중 가장 큰 상관성(Pearson 상관계

수 0.544)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 공간(산수유둘레길)에서 발생하는 도립1

리 주민의 걷기 여가활동도 정주만족도와 중등의 정(+)의 상관관계(Pearson 상

관계수 0.402)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달리 나래2리에서는 마을둘레길이 발달

하지 않았고 주민의 마을둘레길 이용률이 저조하였으며 이 공간과 정주만족

도, 그리고 이 공간에서 발생하는 걷기 활동과 정주만족도와의 상관관계도 유

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도립1리에서 일상적 옥외 여가공간 중 주민의 정주만족도와 가장 높은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는 마을둘레길은 나래2리는 갖고 있지 않은 ‘도립1리만의 

차별화되고 우수한 농촌정주어메니티 구성요소’이다. 또한 원적산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벗 삼아 전원을 여유롭게 감상하면서 걷기 활동을 통하여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도립1리 주민의 걷기 활동의 장’인 동시에 도시에서는 누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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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농촌마을만의 문화서비스시설’이다. 이처럼 도립1리에서는 도시와

는 차별화된 농촌만의 문화서비스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누릴 수 있

는 전원 향유형 일상적 여가의 활성화 정도가 나래2리보다 높았고 따라서 주

민의 정주만족도도 높게 도출되었다. 

따라서 농촌마을 주민에게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즐기면서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정주여건이 중요하며 이는 농촌마을의 문화서비스시설이라고 볼 수 있

다. 이를 발굴하고 독려할 수 있는 농촌정주어메니티는 미래 농촌 경쟁력을 

위하여 중요한 요소이다.

❚마을둘레길 걷기 활성화 집단

마을둘레길 걷기가 활성화 된 집단을 살펴보면 도립1리에서는 [그림 66]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편이나 귀농·귀촌인 집단의 평

균(M)값이 원주민 집단보다 높았다. 그리고 나래2리에서는 [표 45]와 같이 50

대의 상대적 고소득자 집단에서 마을둘레길 걷기가 활성화되어 있었고 그 외

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

도립1리의 귀농·귀촌인 집단은 마을에 새로 유입된 인구로서 마을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시켜주는 원동력이다. 그리고 나래2리의 50대의 상대적 고소득

자 집단은 귀농·귀촌인의 비율이 작은, 즉 신규 인구의 유입이 적은 고령화

된 나래2리에서 마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젊은 인력이다.

두 집단은 특히 건강, 여가, 복지 등 삶의 질에 관심이 많은 그룹이나 도립1

리는 나래2리보다 일상적 옥외 여가여건이 우수하였고 이에 따라 그들의 정주

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나 나래2리의 50대 상대적 고소득자 집단은 그들의 욕

구에 비하여 마을의 여건이 열악하였고 [표 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주만족

도 상태도 다른 집단에 비하여 저조하였다. 

두 마을의 마을둘레길 걷기 활성화 집단은 농촌정주경쟁력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마을이 되기 위하여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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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마을둘레길은 경쟁력 있는 농촌정주환경의 지표이며 마을둘레길 걷기 

활성화 집단은 미래 농촌마을의 경쟁력을 위한 지표로서 농촌정주환경의 질을 

진단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치가 있다.

2. 귀농·귀촌인의 특성에 맞춘 여가환경 조성의 필요성

❚마을 간 여가 특성 차이

도립1리에서는 다양한 농촌정주어메니티 구성요소(마을둘레길이 가장 상관

성이 높음)와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이 정주만족도와 정(+)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과 달리 나래2리에서는 공공공간과 공공공간에서 이웃과의 교류만이 

정주만족도와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도립1리에서는 마을둘레길, 나

래2리에서는 공공공간이 정주만족도와 가장 크게 관계하는 농촌정주어메니티 

구성요소이자 여가공간이었다.

이와 같이 도립1리 주민의 정주만족도와 관계하는 요소는 마을의 자연환경

을 대변하는 마을둘레길, 그리고 나래2리 주민의 정주만족도와 관계하는 요소

는 공동체 및 주민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도출되었으며 각 마을의 여가활

동 성향과 일치하고 있다.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의 주체자로서의 귀농·귀촌인

두 마을 중 도립1리(전원농촌마을)에서는 개인정원과 개인정원 가꾸기 활동, 

나래2리(전원농촌마을)에서는 마을안길과 마을안길 걷기 활동 간에 활발한 상

관관계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실제 일상적 옥외 여가현황을 보면 도립1리에서

의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이 다양하고 골고루 나타났으며 나래2리에서는 공공

공간에서 이웃과의 교류 활동만이 편중되어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통해 도립1리에서는 여가공간의 상태에 의한 것보다 주민들의 관심 있

는 여가활동에 대한 자발적인 의지에 의하여 여가활동이 활성화되었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었다. 나래2리도 공공공간과 공공공간에서 이웃과의 교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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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상관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공공공간의 조성 상태에 의한 것보다 주

민들의 성향에 의하여 공공공간에서 이웃과의 교류 활동이 활발해졌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활동에 대해서는 나래2리 주민의 의지가 미비하였고 게다가 

관련 공간도 발달하지 않음에 따라 다양한 여가활동이 발생하고 있지 않았다. 

각 마을의 일상적 옥외 여가 성향을 대표하는 활동인 도립1리의 마을둘레길 

걷기, 나래2리의 공공공간에서 이웃과의 교류에 대한 귀농·귀촌인 집단의 참

여량이 원주민 집단보다 많으므로 각 마을의 일상적 옥외 여가 중심에 귀농·

귀촌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귀농·귀촌인은 농촌마을 일상적 옥외 여가공간 

조성 상태가 적합하지 않더라고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과 의지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여가를 누리고 있었다.

❚귀농·귀촌인의 특성에 맞춘 여가환경 조성의 필요성

고령화 및 과소화가 진행되고 있는 농촌마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신규 

인구의 유입은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귀농·귀촌인을 유도하기 위한 매력적

인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미래 농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귀농·귀촌인은 농촌의 아름다운 전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즐기고자 하는 의지

를 가지고 있다. 이는 일상적 옥외 여가, 즉 농촌마을의 일상적 생활공간에서 

즉흥적이고 내재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활동의 양상으로도 발현되고 있다. 

선행연구 조영재 외 1인(2012)에서 귀촌인은 주민 커뮤니티 활동과 거주지의 

물리적 여건이 양호할수록 정주만족도가 높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와 연결선 

상에서 본 연구에서도 도립1리 귀농·귀촌인 집단은 농촌마을의 아름다운 자

연환경을 즐기는 여가, 나래2리 귀농·귀촌인 집단은 이웃과 교류하는 일상적 

옥외 여가에 대한 평가가 우수하였으며 또한 주민의 정주만족도와 정(+)의 상

관관계를 갖는 요소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두 마을 귀농·귀촌인 집단의 여가

적 성향은 각기 상반된 특성을 보였으며 여가환경을 조성할 시 마을을 구성하

고 있는 인구구성원의 특성에 맞추어 조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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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1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1.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과소화 및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대한 농촌의 흐름 속에서 

귀농·귀촌인의 유입과 도농 간의 교류를 통하여 새로운 활력을 찾고 있는 농

촌마을의 일상적 옥외 여가환경에 주목하고 있다. 일상적 옥외 여가란 일상생

활권 범위 내 생활공간에서 즉흥적 내적 보상과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하여 특

별한 훈련이나 기술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다. 농촌마을에도 최근 삶의 

질, 건강, 여가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거주지역 중심의 생활공간이 

여가활동을 펼치기에 적합한 공간으로 재편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도권 근교 농촌마을은 도시민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반영되는 

공간으로서 수도권 근교 농촌마을의 일상적 옥외 여가실태에 주목하여 일상적 

옥외 여가공간이 농촌주민의 정주만족도 향상과 관계하는 요소임을 밝히고 시

대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촌정주환경 조성 방향을 시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귀농·귀촌인의 유입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도권 

근교 농촌마을 중 농촌의 고유경관을 유지하며 도시화의 영향을 적게 받은 전

원농촌마을(이천시 백사면 도립1리)과 일반농촌마을(이천시 장호원읍 나래2리)

을 선정하였고 일상생활권 내 옥외 여가공간에 주목한다. 전원농촌마을은 귀

농·귀촌인이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도시민의 수요 변화를 반영한 일상적 여

가 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일반농촌마을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농촌

의 일상적 여가 실태를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가설은 1) 마을유형에 따라 주민의 정주만족도 향상과 관계하는 

일상적 옥외 여가공간과 활동은 다르다. 2) 귀농·귀촌인 집단은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을 활발히 참여한다의 2가지로 설정하였고 두 마을의 일상적 여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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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을 ‘비교’하여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제3장에서는 마을 간 농촌정주어메니티 구성요소와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 

그리고 정주만족도의 차이를 현황조사, 주민심층면담,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

하였다. 도립1리(전원농촌마을)는 귀농·귀촌인의 비율이 30% 이상 차지하며 

농업활동과 마을공동체 중심의 전통적인 농촌마을 특성이 약화되고 있는 마을

로서 다양한 자연 및 생활자원이 풍부하게 발달하였으며 이러한 자원을 향유

하는 방식 중 하나로 주민의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이 활발하게 구현되고 있었

다. 원주민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나래2리(일반농촌마을)는 복숭아 과수 농가

가 밀집되어 있고 집성촌이여서 전통적인 농촌마을 공동체 특성이 많이 남아 

있는 마을이다. 따라서 생산활동 외 마을의 자연 및 생활자원의 발달 정도가 

미약하였으며 다만 주민들이 공공공간에 모여 담소를 나누며 교류하는 활동만

이 일상적으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도립1리에서는 일상적 옥외 여가가 전원을 향유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드러

나고 있으며 개인정원을 가꾸고 마을안길과 마을둘레길을 걸으며 자연과 마을

경관을 즐기고 있었다. 나래2리에서는 전원을 향유하는 것보다는 접근하기 용

이한 공간에서 이웃과 교류하고 친목을 다지는 활동이 발달하였으며 바쁜 생

산활동으로 인해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취할 수 있는 여가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뿐 만 아니라 도립1리에서는 다양한 일상적 옥외 여가

활동이 고르게 나타나는 편이나 나래2리에서는 공공공간에서 이웃과의 교류 

활동에 편중되어 단조로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두 마을은 각기 

다른 여가공간 및 활동이 발달하였으나 정주만족도는 도립1리가 다소 높았다.

제4장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확보한 기술통계량을 가지고 농촌정주어메니

티 구성요소와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 그리고 정주만족도 간 상관관계를 분석

하고 설문응답자 집단 간의 차이를 파악하였다. 결과적으로 도립1리에서는 마

을둘레길/마을둘레길 걷기, 나래2리에서는 공공공간/공공공간에서 이웃과의 교

류가 각 마을의 정주만족도 향상과 관계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농촌정주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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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티 구성요소이자 여가활동이었다.

농촌정주어메니티 구성요소와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 간 상관관계는 두 마을 

모두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 도립1리에서의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은 

다양하게 활성화되어 있었다. 따라서 도립1리에서는 여가공간의 상태에 의한 

것보다 주민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과 의지에 의하여 여가활동이 활성화되

었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었다. 나래2리는 상대적으로 여가에 대한 의지가 미

약하였고 관련 공간도 발달하지 않음에 따라 다양한 여가활동이 발생하고 있

지 않았다.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의 주체자는 귀농·귀촌인이며 각 마을의 정

주만족도 향상과 관계하는 도립1리의 마을둘레길 걷기, 나래2리의 공공공간에

서 이웃과의 교류 활동의 참여 비율이 마을구성원 집단 중 가장 높았다. 이처

럼 귀농·귀촌인은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었으며 마을

의 여가 성향을 대표하는 집단으로서 서로 대조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2. 연구의 시사점

❚농촌마을 일상적 옥외 여가환경의 나아갈 방향

농촌의 근린생활환경에서 일상적인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은 농촌주민의 

삶의 수준 및 정주만족도를 높이고 농촌으로의 신규 인구 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마을 일상적 옥외 여가공간과 활동

이 정주만족도 향상과 관계하는 유의미한 요소임을 밝혀냈으며 마을 인구구성

원의 특성에 따라 여가 성향이 차이를 확인하였다. 특히 귀농·귀촌인은 여가

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각 마을에서 일상적 옥외 여가활

동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다.

마을둘레길 걷기는 도립1리 주민의 정주만족도 향상과 관계하는 활동이다. 

도립1리의 아름다운 산수유둘레길에서 주민의 걷기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특히 귀농·귀촌인 집단에서의 참여 비율이 높았다. 마을둘레길(산수유둘레길)

은 도립1리의 자연환경을 대표하는 농촌정주어메니티로서 아름다운 자연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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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귀농·귀촌하는 신규 인구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정주환경이다. 그러한 공

간에서 ‘걷기’라는 행위는 도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차별화된 체험이며 

남녀노소가 일상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여가활동이자 전원을 감상하고 즐

길 수 있는 수단이다. 게다가 이웃과 공공공간에서 교류하는 활동만이 활성화

되어 있는 나래2리보다 마을둘레길을 걷고 자연을 향유하는 여가활동의 도립1

리 정주만족도가 더 높았으므로 마을둘레길 걷기라는 여가의 중요성은 더욱 

높게 평가된다. 따라서 마을둘레길은 미래 농촌정주환경을 위하여 발굴되어야 

할 중요한 여가자원이며, 자연성과 역사성이 보전된 마을둘레길은 이용자의 

걷기 활동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정원 가꾸기는 정도의 차이는 다소 존재하지만 두 마을에서 공통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여가활동이며 마을둘레길 걷기와 더불어 전원을 향유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도립1리에서는 다양한 정원 가꾸기 행위가 발생하였

지만 나래2리에서는 생산활동 위주의 정원 가꾸기 외에는 미비하였으며 주차 

및 물건적재의 행위가 나타났다. 생산·작업공간 및 관혼상제 등의 마을행사

장으로 사용되던 과거의 마당이 점차 전원·영농의 향유공간으로 변화해가고 

있으며 그러한 과정의 과도기가 나래2리의 정원 가꾸기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미래농촌의 정원은 도립1리의 이용 형태와 같은 양상을 보일 것이며 향후 일

상적 옥외 여가의 장으로서 더욱 활발하게 사용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귀농·귀촌인의 유입이 활성화된 전원농촌마을과 생산활

동 중심 일반농촌마을의 일상적 옥외 여가실태를 비교·분석해보았다. 전원농

촌마을은 마을사업 등에 의하여 마을의 생활공간이 정비되었으며 주민의 여가

에 대한 상대적 관심과 의지가 높았고 다양한 여가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일반농촌마을은 마을사업이 전혀 추진되지 않아 생활공간이 정비되지 

않았으며 생산활동 외에는 관심도가 적었고 공공공간에서 이웃과 교류를 하는 

활동 위주의 단조로운 여가실태를 보여주고 있었다. 나래2리와 같은 생산활동 

중심의 마을이 보다 풍부한 삶의 질을 추구할 수 있도록 생활공간 중심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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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로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미래 농촌 정주환경의 지향해야 할 방향일 

것이다.

❚농촌마을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을 위한 고려사항

농촌마을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관이 중요하

다. 개인정원, 공공공간, 마을안길 및 마을둘레길에서 산책, 명상, 운동 등의 

활동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해당공간에서 조망되는 경관이 큰 작용을 하며 이

는 주민심층면담에서 발견되었다. 따라서 전원을 향유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수려한 경관의 마을안길, 마을둘레길 등은 일상적 옥외 여가를 위하여 중요한 

여가활동의 장이다. 

그리고 유니버셜 디자인이 필요하다. 고령화된 농촌마을 주민이 사용하기에

는 접근성이 용이하여야 하며 보행하기 쾌적하여야 하고 안전해야만 한다. 그

렇지 않은 공간은 비활성화되어 사용되지 않는다. 이는 지속적인 유지관리 측

면과도 관계한다. 도립1리 연인의 길은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 시에만 덤불이 

제거되어 보행이 가능해지기에 이용이 활성화되었고 나래2리의 마을둘레길도 

잡목·잡초가 제거되어야 이용이 가능하다. 고령화된 농촌주민의 일상적 옥외 

여가공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급적 필요하지 않도록 여건이 마

련되어야 한다.

일상적 옥외 여가 관련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이용이 촉발되는 

것은 아니다. 도립1리에는 공공공간이 7개소나 조성되어 있지만 시설이 상대

적으로 열악한 나래2리 공공공간보다 이용이 비활성화되어 있었으며 나래2리

에서는 마을회관 앞 신설 된 상곡정보다 나무 아래 주민들이 갖다 둔 간이의

자의 쉼터 공간이 더 활성화되어 있었다. 마을 인구구성원의 인문사회학적 특

성과 여가성향 등에 의하여 마을마다 차별화된 일상적 옥외 여가 양상이 발생

하고 있으며 이에 적합한 시설만이 주민들에 의하여 유용하게 사용되어 활성

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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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

농촌지역에서 ‘여가’란 바쁜 농업생활과 열악한 인프라, 그리고 고령화라

는 환경 속에서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지 않았고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은 

사항이다. 하지만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시대적 흐름과 농촌으로의 지속적인 

신규 인구 유입에 따라 농촌정주환경의 질적 수준과 문화서비스 개선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많이 다루

어지지 않은 농촌의 여가실태, 특히 농촌마을의 일상생활 속 근린생활환경에

서 벌어지는 여가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진단을 하기 위한 초기단계의 연구

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진행이 미진하였던 농

촌마을 일상적 옥외 여가실태에 대하여 현장조사, 주민심층면담, 설문조사를 

통하여 심도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와 과제를 남겼다.

첫째,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수도권 근교 농촌마을로 한정함에 따라 전

체 농촌마을의 일상적 옥외 여가실태를 진단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이천

시 백사면 도립1리(전원농촌마을)와 장호원읍 나래2리(일반농촌마을)의 두 마

을만을 통하여 수도권 근교 농촌마을 전체를 일반화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유

형별 마을 수를 더 많이 확보하여 분석한다면 농촌마을 여가환경에 대하여 보

다 정확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첫 번째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본 연구에서 도립1리는 44부, 나래2리

는 40부의 설문지를 확보하였으나 원주민/귀농·귀촌인의 수는 각각 12/32, 

25/15로서 각 집단을 대표하기에는 표본 수가 적어서 신뢰성 확보의 문제가 

따른다. 집단 별 샘플 수를 더 충분히 확보한다면 보다 심층적인 마을별 여가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는 일상적 옥외 여가공간, 즉 일상생활권 범위의 생활공간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여가활동에 주목하였다. 향후 농촌마을뿐만 아니라 시·

읍·면 등 공간적 범위를 광역화하여 농촌마을 주민의 여가실태를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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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한다면 농촌마을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설문지에는 설문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문항을 

채택하여 거주민이 느끼는 정성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농촌정주어메니티 구성

요소,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 정주만족도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추후 일상적 

옥외 여가공간과 활동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더 정확한 실

태조사가 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도출 된 수도권 근교 농촌마을 일상적 옥외 

여가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농촌정주환경을 조성한다면 보다 풍요로운 삶

의 질을 누릴 수 있는 미래 농촌으로서 정주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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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설문지)

이 마을주민 의견조사는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한 학술적인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고 있는 연구활동의 일환으로서, 귀하의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조사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일상적 여가공간으로서의 농촌

정주어메니티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답변해주시는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귀하의 응답 내용은 학술적인 목적 

이외에는 일체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답변에는 옳고 그름이 없으며, 다시 한번 귀하의 도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7년 03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조경계획연구실

담당교수 : 손 용 훈

연구자 : 진 현 희

※ 다음을 읽고,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농촌정주어메니티 구성요소에 대한 평가>

1. 우리 마을둘레길(임도, 등산로)은 잘 조성되어있다.

a) 매우 그렇지 않다 b) 그렇지 않다 c) 보통이다 d) 그렇다 e) 매우 그렇다

2. 우리 마을안길(골목길)은 잘 조성되어있다.

a) 매우 그렇지 않다 b) 그렇지 않다 c) 보통이다 d) 그렇다 e) 매우 그렇다

3. 우리마을 공공공간(정자, 벤치, 마을회관 등)은 잘 조성되어있다.

a) 매우 그렇지 않다 b) 그렇지 않다 c) 보통이다 d) 그렇다 e) 매우 그렇다

4. 나의 개인마당(개인정원)은 잘 조성되어있다.

a) 매우 그렇지 않다 b) 그렇지 않다 c) 보통이다 d) 그렇다 e) 매우 그렇다

5. 마을 내 학습프로그램, 사회교육기관 등 교육이나 학습활동이 잘 운영되고 있다.

a) 매우 그렇지 않다 b) 그렇지 않다 c) 보통이다 d) 그렇다 e) 매우 그렇다

6. 우리 마을모임이나 마을공동관리활동은 잘 운영되고 있다.

a) 매우 그렇지 않다 b) 그렇지 않다 c) 보통이다 d) 그렇다 e)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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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정주어메니티에 따른 일상적 여가활동 현황>

1. 나는 운동, 산책, 명상 등 여가를 위하여 우리 마을둘레길(임도, 등산로)을 걷는다.

a) 매우 그렇지 않다 b) 그렇지 않다 c) 보통이다 d) 그렇다 e) 매우 그렇다

2. 나는 운동, 산책, 명상 등의 여가를 위하여 우리 마을안길(골목길)을 걷는다.

a) 매우 그렇지 않다 b) 그렇지 않다 c) 보통이다 d) 그렇다 e) 매우 그렇다

3. 나는 공공공간(정자, 벤치 등)에서 친척이나 이웃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눈다.

a) 매우 그렇지 않다 b) 그렇지 않다 c) 보통이다 d) 그렇다 e) 매우 그렇다

4. 나는 개인마당(개인정원)에서 친척이나 이웃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눈다.

a) 매우 그렇지 않다 b) 그렇지 않다 c) 보통이다 d) 그렇다 e) 매우 그렇다

5. 나는 개인마당(개인정원)에서 독서를 하거나 신문을 읽는다.

a) 매우 그렇지 않다 b) 그렇지 않다 c) 보통이다 d) 그렇다 e) 매우 그렇다

6. 나는 나의 개인마당(개인정원)을 가꾼다.(텃밭 혹은 화단, 잔디마당)

a) 매우 그렇지 않다 b) 그렇지 않다 c) 보통이다 d) 그렇다 e) 매우 그렇다

7. 나는 마을 내 마을학습프로그램, 사회교육기관 등의 교육이나 학습활동(농악, 요

가, 노래, 서예, 요리, 악기 등)에 참여한다.

a) 매우 그렇지 않다 b) 그렇지 않다 c) 보통이다 d) 그렇다 e) 매우 그렇다

8. 나는 마을모임이나 마을공동관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a) 매우 그렇지 않다 b) 그렇지 않다 c) 보통이다 d) 그렇다 e) 매우 그렇다

9. 위에서 언급된 사항 외에 귀하의 일상적 여가활동은 무엇이 있습니까? 

a) 없다 b)(                                                               )

예시 : 댄스스포츠, 요가, 승마, 봉사활동, 서예 등 

10. 위에서 언급된 장소 외 귀하의 일상적 여가활동을 위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a) 없다 b)(                                                               )

예시 : 정자, 벤치, 괴정, 하천(도랑) 등

   <일상적 여가활동 효과>

1. 나는 여가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

a) 매우 그렇지 않다 b) 그렇지 않다 c) 보통이다 d) 그렇다 e) 매우 그렇다

2. 나는 여가활동을 통해 신체적인 건강을 얻고 있다.

a) 매우 그렇지 않다 b) 그렇지 않다 c) 보통이다 d) 그렇다 e) 매우 그렇다

3. 나는 여가활동을 통해 보람되고 행복하다.

a) 매우 그렇지 않다 b) 그렇지 않다 c) 보통이다 d) 그렇다 e) 매우 그렇다

4. 나는 여가활동을 통해 자기계발을 하고 있다.

a) 매우 그렇지 않다 b) 그렇지 않다 c) 보통이다 d) 그렇다 e) 매우 그렇다

5. 나는 여가활동을 통해 주변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a) 매우 그렇지 않다 b) 그렇지 않다 c) 보통이다 d) 그렇다 e)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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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질 및 정주만족도>

1. 나는 우리마을에서 정주하는데 만족한다.

a) 매우 그렇지 않다 b) 그렇지 않다 c) 보통이다 d) 그렇다 e) 매우 그렇다

2. 나는 우리마을에 대한 애향심이 높다.

a) 매우 그렇지 않다 b) 그렇지 않다 c) 보통이다 d) 그렇다 e) 매우 그렇다

3. 지금까지의 내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a) 매우 그렇지 않다 b) 그렇지 않다 c) 보통이다 d) 그렇다 e) 매우 그렇다

4. 내 삶에서 지금이 가장 보람되고 행복하다.

a) 매우 그렇지 않다 b) 그렇지 않다 c) 보통이다 d) 그렇다 e) 매우 그렇다

5. 지금도 나는 바쁜 삶을 살고 있어 만족한다.

a) 매우 그렇지 않다 b) 그렇지 않다 c) 보통이다 d) 그렇다 e) 매우 그렇다

6.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흥미롭다.

a) 매우 그렇지 않다 b) 그렇지 않다 c) 보통이다 d) 그렇다 e) 매우 그렇다

7. 지금도 일상활동(일, 가사, 여가활동 등)을 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

a) 매우 그렇지 않다 b) 그렇지 않다 c) 보통이다 d) 그렇다 e) 매우 그렇다

8.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해서 만족스럽다.

a) 매우 그렇지 않다 b) 그렇지 않다 c) 보통이다 d) 그렇다 e) 매우 그렇다

   <일상적 여가활동을 위한 기타사항 >

1. 마을 내 소공원, 운동시설 등이 조성이 필요하다.

a) 매우 그렇지 않다 b) 그렇지 않다 c) 보통이다 d) 그렇다 e) 매우 그렇다

2. 마을 내 꽃길조성 및 가꾸기 공동 활동이 필요하다.

a) 매우 그렇지 않다 b) 그렇지 않다 c) 보통이다 d) 그렇다 e) 매우 그렇다

3. 개인마당(개인정원)을 가꾸는데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이 필요하다.

a) 매우 그렇지 않다 b) 그렇지 않다 c) 보통이다 d) 그렇다 e) 매우 그렇다

4. 위에서 언급된 사항 외에 주민들의 일상적 여가활동을 위하여 마을 내 개선하거

나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                                                                                      )

   <인문사회학적 특성>

1-1. 귀하는 원주민이신가요? (   )

1-2. 귀하는 귀농인이신가요? (   )

- 원래 도시에 살다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함(   )

- 원래 농촌에 살다가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농촌으로 귀향하여 농업 종사함(   )

1-3. 귀하는 귀촌인이신가요? (   )

- 원래 도시에 살다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생활함(   )

- 원래 농촌에 살다가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농촌으로 귀향하여 생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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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하의 주 생활권은 어디신가요? 

a) 마을 내 b) 읍면소재지 c) 이천시내 d) 서울시

3.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시나요?

a) 50대 미만  b) 50대 c) 60대 d) 70대 e) 80대 이상

4.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시나요?

a) 남자  b) 여자

5. 귀하는 해당마을에서의 거주기간이 어떻게 되시나요?

a) 5년 미만 b) 5~10년 c) 10~15년 d) 15~20년 e) 20년 이상

6.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시나요?

a) 국민학교 b) 중학교 c) 고등학교 d) 대학교 e) 대학원 이상

7. 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시나요?

a) 농업 b) 농업 외 c) 무직

8. 귀하의 소득은 어떻게 되시나요?

a) 1000만원 이하 
b) 1000~

3000만원

c) 3000~

5000만원

d) 5000~

8000만원

e) 8000만원 

이상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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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도립1리 지번별 개인정원 현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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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나래2리 지번별 개인정원 현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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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도립1리 주민심층면담 내용)

구 분 리더집단 귀농·귀촌인집단1 귀농·귀촌인집단2

정주형태

무엇 때문에 이 마을

에서 정착하였는가? 

정착한지는 몇 년 되

었는가?

� 도립1리는 태어나서부터 자란 고

향이며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

다가 귀촌함

� 전반적으로 만족하며 공기 좋고 

조용하며 쾌적함

� 19년 째 거주 중이며 건강한 자연 

속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전원

에서 살기 희망하여 연고 없이 귀

촌하였음. 

�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공기가 좋으

며 축사 및 재해도 없어 환경조건

이 좋다고 판단되었음

� 7년 째 거주 중, 은퇴 전 교육자

� 배우자의 희망으로 인해 서울근교

로 연고 없이 귀촌

� 차분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마

음에 듬

주민의 일상생활권 범

위는?

� 원주민들은 면 단위가 일상적인 

생활권이며 귀촌자들은 이천시내

가 일상적인 생활권임

� 이천시내는 주 3~4회 정도 방문

함. 목적은 친목도모 및 문화생활, 

아이들 학교 픽업

� 마을 내에서만 거의 활동함

우리 마을에서 정주하

는데 가장 중요한 것

은 무엇인가?

� 나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마을

주민과 유대관계가 높으며 마을이 

아름답고 먹거리가 풍부하다면 최

고의 마을임

-
� 3W(wife, water, work), 3박자를 

갖춰야 함

우리 마을에서 지속적

으로 정주할 의향이 

있는가?

� 지속적으로 거주할 의향이 있음, 

귀촌희망자가 더 많으나 토지가 

부족함

� 지속적으로 정주할 것임 -

우리 마을에 대한 애

향심은 높은가?
� 애향심이 높음

� 기회가 된다면 마을을 홍보하고자 

함. 애향심이 충분히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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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리더집단 귀농·귀촌인집단1 귀농·귀촌인집단2

자연성

우리 마을의 자연환

경은 생태적이며 아

름다운가?

-

� 산수유나무가 아름다우며 공기가 

특히 좋음

� 희귀조류, 반딧불이가 서식함

� 반딧불이가 있을 만큼 생태적임. 

그러나 3년 전 홍수가 발생하였고 

그때부터 개천물이 줄어들어 다슬

기도 감소함

� 꾀꼬리, 소쩍새, 고라니, 물총새, 

휘파람새, 딱따구리, 부엉이 등이 

서식

지역성

우리 마을에서 정주

하기에 부족한 것은 

없는가?

� 점차 지하수가 부족해지고 있으나 

아직 생활상 불편할 정도는 아님

� 이제는 적응하여 불편함을 느끼지 

않음

� 버스가 하루에 6~7번 다님. 차량을 

수족처럼 사용하고 있음

� 이제는 적응하여 불편함을 느끼지 

않음

� 이마트도 7~8km 내에 위치하여 

교통이 매우 좋음, 

우리 마을은 역사성

과 전통성을 잘 축

척하고 있는가? 보

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 서원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 지어진 

것임

� 원적산, 괴정, 느티나무, 산수유나

무 등 전통성을 잘 축척하고 있음

� 육괴정과 느티나무는 마을의 랜드

마크이며 오랜 자원임. 조선시대 

당시에는 육괴정이 서당처럼 사용

되어 선비들이 글을 읽었다고 함

� 육괴정이 있으며 마을축제가 있으

니 자주 관리하게 됨

우리 마을 경관이 

훼손되고 있는가?

� 폐가가 한 채 있으나 집주인이 은

퇴 후 수리하여 입주할 예정임

� 영축사 뒤에 산이 절토되어 황폐한 

상태임. 어떤 종교재단이 장애인시

설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마을의 

반대로 인해 중지됨. 마을의 산줄

기가 끊겼다고 함

� 마을 내 하천이 경관적으로나 수량

적으로나 아쉬운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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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리더집단 귀농·귀촌인집단1 귀농·귀촌인집단2

공동성

마을에서 주민들이 

함께 모여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존

재하는가?

� 마을회관, 사랑채

� 사랑채와 마을 내부를 잇는 꽃길이 

조성되면 좋을 것임. 마을주민이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함. 꽃씨를 나

누고 싶음

-

거주민들이 많은 시

간을 공공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가?

-

� 압화원에서 주민들과 함께 시낭독 

모임을 가진 적이 있음. 재능기부

를 하여 함께 문화를 즐긴 경우임. 

원주민과 귀촌인 간 감정을 서로 

교류할 수 있었던 기회였으며 갈등

이 완화되어 애향심이 향상되었음

� 산수유마을의 고령자들이 자주 모

이는 편은 아닌 거 같음

� 겨울에도 노인들이 잘 모이지는 않

음. 산수유 열매작업이 있어서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없음. 그래서 덜 

모이는 듯 함. 공공공간이 활발하

게 사용되지 않음

마을주민의 정기적

인 행사는 무엇이 

며 참여율은 어떠한

가?

� 정기적인 마을회의는 없으나 마을

청소, 풀깎기, 제초작업, 기타회의 

등을 한 달에 한 번씩 실시함. 참

여율은 마을주민 80% 이상으로 적

극적이고 솔선수범하여 참여함

- � 정월대보름(척사대), 산수유축제

주민들 간 유대관계

가 좋은가? 
� 귀촌자와 원주민이 자주 모임

� 귀촌인들이 마을일에 관련하여 협

조를 잘함.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등이 모두 귀촌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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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리더집단 귀농·귀촌인집단1 귀농·귀촌인집단2

문화서비스성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공간)

건강에 관심이 많은가?

� 대부분 건강에 관심이 많으나 

귀촌자들은 더 많은 편임

� 이천시 농협에서 연1회 건강검

진 실시해줌

�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음 �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음

주요 여가활동은 무엇인

가? 그 활동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마을둘레길(임도) 1시간 코스를 

마을주민의 약 30%가 이용하고 

있음. 잣나무 삼림욕을 할 수 있

는 장소가 위치하며 경사가 있

어서 운동효과가 있고 아름다운 

경관을 지님

� 개인적인 댄스, 운동, 잔디가꾸

기(잔디마당을 소유한 집들이 

많음), 분재(귀촌17년), 비누체

험, 마당가꾸기, 마을안길 걷기 

등

� 산수유둘레길(임도)를 새벽 6시 

30분 경에 걷곤 함. 마을안길까

지 포함하여 여러 코스가 있어

서 시간(1km, 2km, 3km 등)과 

지형을 조절할 수 있음

� 아침 10시에 연인의 길 종점에 

있는 그네 인근 벤치(산수유 군

락지)에 앉으면 해가 정면에 떠

있어 좋은 기운을 받는 기분이 

들어서 자주 올라감

� 압화원을 운영하고 있을 만큼 

꽃에 관심이 많으며 정원에서 

가드닝을 매일 하고 있음

� 주민센터에 요가, 댄스스포츠를 

참여하는 주민들이 다수 있음

� 산수유둘레길(임도)을 하루 45

분~90분 정도 걸음

� 평생학습프로그램 장구를 월 1

회 참여함

� 정원 내 잔디밭과 텃밭을 가꾸

느라 하루에 2시간 씩 소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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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리더집단 귀농·귀촌인집단1 귀농·귀촌인집단2

문화서비스성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공간)

마을의 커뮤니티 및 여가공간은 

어떠한가?
-

� 백사면 체육공원은 접근성이 좋

지 못함. 마을 인근에도 스포츠

센터가 있으면 좋을 듯함(호법

면에 있는 것과 같은). 공원도 

있으면 좋을 것임. 도서관과 스

포츠시설이 가까이 위치한다면 

바랄게 없을 것임. 작은 도서관

에 대한 활용도는 매우 낮음

� 운동시설이나 소공원이 있

으면 좋겠음. 그러나 토지가 

부족함

하루에 걷거나 뛰거나 자전거를 

타는 등의 활동을 하는가?

� 자전거는 마을주민 3~4인 

이용

� 일주일 3번, 최소 30분씩은 걸

으려고 함. 걷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라고 생

각함. 걷기에 정말 여건이 좋은 

마을임

� 가드닝을 하루 30분씩 함

� 사랑채로의 출퇴근용으로 

자전거를 탐

액티브 리빙을 할 수 있는 여건

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어떠한 

요소가 있는가?(공원의 필요성)

� 문화적인 생활의 질이 도시

보다 더 낫다고 볼 수 있음

� 압화원 앞 소나무 숲이 공원화

되면 좋을 것임. 현재는 방치되

어 그냥 덤불화되어 있음. 지난 

산수유축제 때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정리하여 전시회를 가졌음

-

제3장 2절 1. [표 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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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5 (나래2리 주민심층면담 내용)

구 분 리더집단 귀농·귀촌인집단 원주민집단

정주형태

무엇 때문에 이 마을

에서 정착하였는가? 

정착한지는 몇 년 되

었는가?

� 고향

� 외국에서 오랫동안 거주를 하였었고(건설

업) 은퇴 후에도 뉴질랜드에서 10년 정도 

사업하며 거주하였음. 뉴질랜드처럼 환경

이 좋은 시골이 좋았으며 조용하면서 자연

친화적인 곳에서 살고 싶었음

� 2005년 시골에서 조용히 쉬기 위하여 알

아보던 중 우연히 싸고 조용한 땅을 발견

하였고 나래2리에 귀촌하게 됨. 그러나 점

차 귀농으로 변화

� 맑은 자연이 있고 나의 할 일이 있으니 만

족함. 나이 먹어도 일할 수 있으며 소득이 

생기니 이러한 측면에서는 100% 만족함. 

또한 부부가 함께 협업해야하는데 우리는 

잘 협심하고 있어서 만족함

� 고향

� 조용하고 북적거리지 않아서 

좋음

주민의 일상생활권 범

위는?
� 마을 자체가 주로 생활권임

� 귀농교육을 위하여 한 달에 4~5회 정도 

외출하는 것 외에는 거의 개인주택이 주요 

생활권임

� 주로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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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리더집단 귀농·귀촌인집단 원주민집단

정주형태

우리 마을에서 정주하

는데 가장 중요한 것

은 무엇인가?

� 생산환경이 정주하는데 가장 중요 � 일거리 -

우리 마을에서 지속적

으로 정주할 의향이 

있는가?

� 그러함 � 지속적으로 정주할 것임 � 지속적으로 정주할 것임

우리 마을에 대한 애

향심은 높은가?
-

� 외국에서도 거주해봤었고 나 살기

에 만족스러우면 그 뿐임. 마을에 

정 붙일 일이 없음. 처음에는 마을

에 정 붙이려 노력했으나 원주민

들은 자기중심적임

� 애향심은 높음

자연성

우리 마을의 자연환경

은 생태적이며 아름다

운가?

� 자연환경은 좋고 맑음. 마을이 산

으로 둘러싸여 아름다움. 똑같은 

산 3개가 조망되며 대대로 부자가 

살거라는 설이 있음

� 연대산 뾰족바위, 북바위(통통소

리)

� 천재지변이 없고 북적거리지 않는 

이러한 자연환경이 쾌적하나(교통

은 좋지 않아도 됨)

� 흐르는 하천이 없는 것이 안타까

움. 그리하여 100점 만점에 95점

-

지역성

우리 마을에서 정주하

기에 부족한 것은 없

는가?

� 교통이 불편함. 버스가 하루 4회 

다님(예전보다 좋아진 것임)
� 부족한 것은 느끼지 못함

� 불편한 것은 적응을 하였고 차를 

수족처럼 몰고 다니니 불편한 것

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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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리더집단 귀농·귀촌인집단 원주민집단

지역성

우리 마을은 역사성

과 전통성을 잘 축

척하고 있는가? 보

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둑방(바구니

로 흙을 직접 퍼날러 쌓음), 불상, 

개미석

� 잘 모르나 전통역사자원이 없음 � 역사자원은 없음

우리 마을 경관이 

훼손되고 있는가?
- � 마을이 아름답지 않음

� 마을이 더럽고 아름답지 않아서 걷

고 싶지 않음. 꽃길을 가꾸고 이러

면 마을을 거닐고 싶을 듯함

공동성

마을에서 주민들이 

함께 모여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존

재하는가?

� 평소에는 팔각정, 나무 밑

� 겨울에는 마을회관에서 자주 모임

� 공원 및 그러한 공간에 대한 필요

성은 느끼지 못함
� 팔각정 나무 아래 많이 모임

거주민들이 많은 시

간을 공공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가?

- - -

마을주민의 정기적

인 행사는 무엇이 

며 참여율은 어떠한

가?

� 마을사업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으

며 주민들의 반응이 저조함

� 정기회의는 없으며 필요할 때 소집

함. 대동회, 연말결산(12월), 노인

회 때 주로 모이며 참여율은 70% 

정도임. 명절 전에는 함께 준비함

� 연 1~2회 정도 참여함.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와 관심이 없음

� 마을을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을 했

으면 좋겠으나 잘 안될 것 같음

� 마을모임은 잘 나가지 않게 됨. 남

의 험담이나 하고 과거 속에서 사

는 듯함. 남편만 가끔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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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리더집단 귀농·귀촌인집단 원주민집단

공동성
주민들 간 유대관계가 

좋은가? 

� 귀농 7~8년 한 주민은 마을에 

잘 적응하였으나 작년에 온 주

민은 아직 미적응임

- -

문화서비스성

(일상적 옥외 

여가활동공간)

건강에 관심이 많은가? � 건강에 대한 관심은 두루 많음 �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음

� 신체적 건강에 대한 관심은 높

지 않으나 정신적인 건강에 대

해서는 관심 높음

주요 여가활동은 무엇인

가? 그 활동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건강검진, 등산로, 마을길 산책

� 가끔 운동, 춤 등 마을학습프로

그램을 보건지소에서 운영함 

� 겨울에만 산책을 하며 평소에는 

일하느라 바빠서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음

� 집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승마

를 주2회 하러감. 준비시간까지 

포함하여 45분 정도 소요됨

� 집에서 아령과 같은 운동을 함

� 정원은 매일 습관적으로 잡초를 

뽑으면서 관리함

� 복숭아 과수가 한가해지면 마을 

등산로 1시간 코스를 매일 걸

음. 몸이 가벼워지니 자주 함

� 불경쓰기(아내)

� 여행을 틈나는 대로 자주 다님

제3장 2절 1. [표 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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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 between 

Outdoor Activity for Casual Leisure 

and Settlement Satisfaction 

of Rural Village in the Suburbs 

of the Metropolitan Area

Hyunhee Jin

Master Course of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focuses on the outdoor activity environment for casual leisure 

of rural villages that are looking for new vitality through influx of 

urban-to-rural migrants and urban-rural exchange in the enormous rural 

flows that are undergoing depopulation and aging. Casual leisure is an 

activity that can participate without special training or skill to pursue 

improvised inner reward and pleasure in living space within the scope of 

daily life. In rural villages, as the interest in quality of life, health, and 

leisure has increased,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reorganize the living 

space centered on the residential area into a space suitable for leisure 

activities. In particular, the rural villages in the suburbs of the metropolitan 

area are relatively rapidly reflecting the demands of urban residents. So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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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 attention to conditions of outdoor activities for casual leisure in the rural 

villages in the suburbs of the metropolitan a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at outdoor activity space for casual leisure is a factor related to 

the improvement of settlement satisfaction of rural residents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the rural settlement environment that can cope with the 

changes of the times.

The spatial range of this study is two villages(Icheon city, Baeksa-myeon 

dorib 1ri and Janghowon-eup Narae 2ri) maintaining the unique landscape of 

the countryside and receiving less influence of urbanization among the rural 

villages in the suburbs of the metropolitan area. Dorib 1ri has a lot of 

urban-to-rural migrants, so it is possible to understand the casual leisure 

aspects reflecting changes in demand of urban people. And Narae 2ri is a 

general rural villages, so it is possible to diagnose the casual leisure in 

general rural areas of Korea.

Survey methods are the field survey, in depth interviews with residents, 

and questionnaire survey for analyzing differences of 3 factors between two 

villages. 3 factors are rural settlement amenity, outdoor activity for casual 

leisure and settlement satisfaction. Dorib 1ri has the ratio of urban-to-rural 

migrants of more than 30% in its total population, and is a village where the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rural village focused on agricultural activities and 

village communities are weakening. Various natural and life resources are 

abundantly developed, and one of the ways of enjoying these resources is 

appeared as the outdoor activity for casual leisure of residents. There are a 

lot of peach fruit farms in Nara 2ri where has a lot of original inhabitants, 

and it is a village where many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rural village 

communities remain.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natural and living 

resources other than production activities in Narae 2ri is weak. How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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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 activities that people gathered in the public space and interaction with 

neighbors were actively appearing on an everyday basis.

In Dorib 1ri, outdoor activities for casual leisure are revealed as a way of 

enjoying the rural area. Residents were enjoying the scenery of the nature 

and the village by gardening and walking the village inner road and a village 

circumference road. In Narae 2ri, activities to communicate with neighbors 

and to make friendship in a space that is accessible rather than enjoying the 

rural area like Dorib 1ri have developed because residents prefer leisure 

activities that can be taken at any time regardless of time and space due to 

busy production activities.

Besides there are a variety of outdoor activities for casual leisure in Dorib 

1ri, but there is a monotonous pattern of leisure because it is concentrated 

on interaction with neighbors in public space in Narae 2ri. In this way, the 

two villages have different leisure spaces and activities, but the settlement 

satisfaction level is somewhat higher in Dorib 1ri.

The descriptive statistics obtained from the questionnaires were used to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omponents of the rural settlement 

amenity, outdoor activities for casual leisure, and settlement satisfaction, and 

to comprehend the differences among residents. As a result, walking on a 

village circumference road in Dorib 1ri and the interaction with the 

neighbors in the public space in Nara 2ri are the most influential outdoor 

activity for casual leisure related to improvement of the settlement 

satisfaction. Also the subjects of outdoor activities for casual leisure are 

urban-to-rural migrants, and they has the highest ratio of the participation 

of walking on a village circumference road in Dorib 1ri and interaction with 

neighbors in Narae 2ri. Like this, urban-to-rural migrants are a group 

representing the leisure tendency of the village, and show the contr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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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two villages.

Walking on a village circumference road is active on the beautiful Sansuyu 

Dulegil of Dorib 1ri, specially in the group of urban-to-rural migrants. 

Sansuyu Dulegil is a rural settlement amenity that represents the natural 

environment of Dorib 1ri, and a very important settlement environment for 

people who are looking for beautiful nature in the rural area. Besides the 

importance of walking on a village circumference road as the casual leisure 

is highly evaluated because the settlement satisfaction level of Dorib 1ri 

enjoying nature is higher than Narae 2ri. Therefore, a village circumference 

road is an important leisure resource to be discovered for future rural 

settlement environment and promotes a walking activity of residents with 

interest of the quality of life more.

The conditions for enjoying outdoor activities for casual leisure in rural 

neighborhood environment is very important for raising the quality of life 

and settlement satisfaction of rural residents and promoting the influx of new 

population into rural areas. In this study, it was revealed that the outdoor 

activity and space for casual leisure in rural villages are significant factors 

related to the improvement of settlement satisfaction.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production-oriented village like Narae 2ri into the village 

centered on living space such as Dorib 1ri so that residents can pursue a 

richer quality of life, and this is the direction of future rural settlement 

environment.

Keywords : suburbs of the Metropolitan Area, rural village, casual leisure, 

           outdoor activity, settlement satisfaction, rural settlement amenity

           urban-to-rural migrant, a village circumference road, walking,,

           interaction with neighb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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