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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비농가를 고려한

과소화 마을의 변화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경제사회학부 농업⋅자원경제학 전공

박진우

최근 농촌 지역의 고령화 및 공동화 현상으로 마을의 해체 및

지방 소멸의 위험이 대두되고 있으며, 지방의 소멸을 가장 잘 보

여주고 있는 과소화 마을이 주목받고 있다. 인구의 감소로 공동체

활동조차 유지할 수 없는 마을을 뜻하는 과소화 마을은 많은 사회

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농촌 과소화 마을에 대한 맞춤형 정책

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과소화 마을의 변화 및 변화 요인

을 파악하는 연구가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농가뿐만 아니라 비농

가를 고려한 총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10년, 2015년

읍·면 단위의 과소화 마을 수를 파악하고 허들 모형을 활용하여

과소화 마을의 수 감소 및 감소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

석하였다. 더불어 사업체 증가량 등 비농가를 고려하였다는 차별



- ii -

성을 가지고 있다. 분석 결과, 과소화 마을의 감소에는 귀농가구의

증가, 도농교류 활동 참여 행정리의 증가, 사업체 수, 교육 및 의

료서비스 시설과의 접근성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특히 새로운 인구의 유입 및 도농교류를 통한 마을의

활성화가 과소화 마을의 수를 줄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업체

수 변화 등 비농가가 과소화 마을 수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 신규 사업체 육성 등을 통한 비농가 유입 정

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한편, 과소화 마을 수의 감소 정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농가 수 변화, 농업관련사업 참여 농

가 증가율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농가의 유입이 과소화 마을의

수를 많이 줄이는데 유의미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과소화

마을 관련 정책에 있어 제조업 종사 가구 등 일반적인 가구에 대

한 고려를 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과소화 마을의

수 감소 여부와 감소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다는 점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요인을 육성하여 지방 소멸의 위기를 해

결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주요어 : 지방 소멸, 과소화 마을, 비농가, 허들 모형

학 번 : 2017-24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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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최근 저출산 현상과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면서 한국의 인구는 양적 및

질적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총 인구는

2031년 5,296만 명으로 정점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다(통계

청,2016). 또한 출산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2031년보다도

이른 시점에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인

구는 2015년 총 654만 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12.8%에 해

당된다(김종훈, 2018). 노인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14% 이상일 때

고령 사회라 명명한다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한국은 고령 사회로의 진

입이 가시화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인구 문제는 도시 지역보다 농촌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

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국토 대비

면적 비중이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거주하고 있

어 농촌 지역에는 적은 인구가 분포하는 비대칭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

다(박완규, 2009). 또한 2015년 농촌에 거주하는 20대의 30.4%, 30대의

38% 등 젊은 층이 도시로 유출되는 등 인구 감소현상이 가속화되고 있

다(통계청, 2016). 아울러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읍 단위에서

14.8%, 면 단위에서 30.0%인 것으로 나타나 도시 지역에서 농촌 지역으

로 갈수록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인구 공동

화 현상과 고령화 문제로 인해 농촌 지역에는 생산인구 부족, 지역 공동

체의 해체와 같은 다양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농촌 지역의 위기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하면서 농촌 지역의 해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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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는 지방 소멸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마스다 히로야

(增田寬也, 2015)는 『지방 소멸』이라는 책을 통해 ‘인구소멸지수’를 제

시하고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소멸에 대해 거론하였다. 국내에서는 이상

호(2015)가 인구소멸지수를 도입하여 읍·면·동 단위로 소멸위험지수를

도출하였으며 농촌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까지 지방소멸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정부 및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 소멸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중에서도 지방 소멸의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과

소화 마을이다. 과소화 마을은 고령화, 인구 공동화 현상으로 공동체 기

능을 유지할 수 없는 마을을 의미하며(심재헌 외, 2017), 일정 기간 동안

인구가 감소한 마을을 의미한다(이창우, 2014). 과소화 마을은 거주민의

감소로 인해 지역 경제가 쇠퇴하는 등 지역 사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며

(정옥주, 1994), 빈 집의 증가로 마을의 안전 및 경관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과소화 마을이 많아질수

록 농업관련 생산 활동이 위축되어 국가 발전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

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정기환 외, 1999). 특히 과소화 마을로 인해 발

생한 사회적 문제가 해당 지역의 인구 유출을 유도하여 마을의 해체 및

소멸을 가속화시킨다는 점에서 과소화 마을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대

한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2005년 2,048개에서 2010년 3,091개로 급격히 늘어났던 과소화 마

을은 2015년 1,270개로 나타나 2010년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분

석되었다(통계청, 2016). 농촌 지역의 인구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과소화 마을의 수가 급격하게 감소한 사실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

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 농촌 과소화 마을 대응정책의 효과성

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소화 마을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아내는

데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이창우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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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과소화 마을에 대해 분석한 기존 연구들은 과소화 마을의 정의

를 내리고 특성을 이해하는데 주력하였기 때문에 과소화 마을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이 과소화

마을에 거주하는 농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귀촌 가구, 제조업 종사 가

구 등 과소화 마을에 거주하는 비농가에 대해 고려하지 못 했다는 아쉬

움이 있다. 또한 과소화 마을의 변화 정도에 대해 간과하였다는 한계점

도 존재한다. 일부 선행 연구에서는 마을의 과소화 탈출 여부만을 파악

했기 때문에 지역별로 과소화 마을 수의 변화 정도 차이를 고려하기 어

렵다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과소지역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정부 정책을 제고하기 위해선

과소화 마을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한 상황

이다. 더불어 지역별로 맞춤형 과소화 마을 감소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서 과소화 마을의 감소 여부뿐만 아니라 감소 정도를 높이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 또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과소화 마을에 거주하거나

유입되는 비농가들의 특성을 고려한 분석을 통해 과소화 마을의 변화에

대한 심도 있는 해석이 요구되고 있다.

제 2 절 연구 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2010년과 2015년 전국의 과소화 마을을 파악하고 읍·면 내

과소화 마을의 수를 분석하여 과소화 마을 수 감소 여부 및 감소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먼저 2010년과 2015년의 읍·면

을 대상으로 프로빗 분석을 시도하여 과소화 마을 수 감소에 영향을 주

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후 과소화 마을 수가 감소한 읍·면만을 대상으

로 절단회귀분석을 시도하여 감소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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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특히 귀농가구, 생산자단체 참여 농가 증가율 등 농업적인 측면뿐

만 아니라 읍·면 내 도농교류활동에 참여하는 행정리 수 변화, 사업체

수 변화 등 지역적인 특성과 과소화 마을에 거주하는 비농가의 특성까지

고려하였다. 이를 통해 농촌 과소화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과소화 마을 분석을 위해 2010년과 2015년 농림어업총조

사의 농업부문과 지역부문 원자료를 중점적으로 사용하였다. 마을 분석

의 단위는 행정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농림어업총조사 지역부문을

제외한 여타 자료들이 행정리 단위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리 단위에서 읍·면 단위로 분석의 수준을 확장하였다는 특징을 가지

고 있다. 2010년과 2015년의 읍·면1)을 연계한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비농

가의 수와 특성을 연구에 반영하기 위하여 인구주택총조사 및 경제 총조

사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제 3 절 선행 연구 및 차별성

국내의 과소화 마을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과소화 마을을 정의하고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와 과소화 마을의 변화 요인을 살펴보는 연구로 나

눌 수 있다.

먼저 과소화 마을을 정의하고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는 과소화 마을의

변화 및 변화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보다 상대적으로 풍부한 편이다. 성

주인 외(2012)는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의 지역조사 부문을 활용하여 과

소화 마을의 지역별 분포에 대해 파악하였다. 더불어 마을의 공동체 활

동이나 도농교류 활동, 기초생활서비스 여건 등을 분석하여 과소화 마을

1) 2010년과 2015년의 읍·면 중 이름으로 연계한 1,306개 읍·면을 활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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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현황에 대해 서술하였다. 이를 통해 과소화 마을은 농가 중심으로 이

루어져 있으며 경제 다각화 수준이나 생산자 조직 구성 등이 일반적인

마을에 비해 부진하다고 분석하였다.

심재헌 외(2017)는 농촌마을 과소화의 개념 및 정의를 제시하고 과소화

실태를 파악하였다. 소멸위험지수를 사용하여 농촌 과소화 상황을 파악

하였고 선진국의 과소화 대응 사례 및 과소화 관련 지역개발정책의 동향

과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창우 외(2013)는 전라북도에 위치한 과소화 마을의 현황을 파악하고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전라북도에 위치한 과소화 마을을 노령인

구와 노후주택 여건을 기준으로 공동홈형(A유형), 귀농유도형(B유형),

소규모 농촌 임대주택형(C유형), 적극지원형(D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

형별 특징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접 마을과 연계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 등 과소화 마을을 줄이기 위한 정책 전략을 제시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그림 1-1> 과소화마을 유형 분류 기준

자료: 이창우 외(2013)

조영재 외(2016)는 농촌 과소화·고령화의 진행에 따른 국내의 정책적

대응 사례를 분석하였다. 과소·고령 마을의 정책을 ‘재생’과 ‘재편’, ‘소멸’

이라는 세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새뜰마을사업 등 각 유형별로 사례

를 제시하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과소·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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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응한 맞춤형 정책이 부재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고 기존의 일반 농

촌마을이나 지역정책과 다른 차별화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였다.

조준범(2009)은 전남 장흥군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농어촌지역 마을

단위 과소화 마을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실행하였다. 과소화 마을의 특

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입지특성과 마을생활환경수준을 고려하였는데 입

지특성의 경우 초등학교나, 중학교, 표고, 경지율, 임야율 등을 투입하였

으며 마을생활환경수준의 경우 세대당 인구, 빈집 수, 평균건축연도 등을

넣었다. 이를 통해 과소화 마을의 유형을 분석하고 과소화 마을에 대한

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반면 과소화 마을의 변화 및 변화 요인에 대한 연구는 과소화 마을의

정의나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에 비해 비교적 최근 진행되고 있는 연구

분야이다. 박진우 외(2018)는 2010년과 2015년에 해당하는 농림어업총조

사의 농업부문과 지역부문 원자료를 활용하여 과소화 마을의 탈출에 영

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농가의 수, 귀농가구 등 농업

적인 모습의 유지가 과소화 마을 탈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으며 학교, 병원 등 기초생활서비스에 대한 높은 접근성 또한 과

소화 마을에서 탈출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

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과소화 마을에 대한 현황 및 특성에 대하여 주로 연

구한 것과 달리, 해외에서는 마을의 과소화 상태를 극복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특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C. H. Gladwin et al(1989)의 경

우 과소화 마을을 극복하는데 마을에 위치한 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 분석하였다. 특히 상대적으로 매출액이나 고용규모가 작은 소기업이

마을의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재정 정보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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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ght(1994)는 일본의 과소화 마을 현황 및 특징에 대해 분석하고 시

사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오이타현의 일촌일품운동과 와카야마현의 지역

지정제도 등의 예시를 통해서 과소화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는 일본 시·

정·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스스로 마을을 되살리려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Fernando Collantes et al(2013)은 감소하고 있는 스페인의 과소화 마을

현황을 파악하고 이유를 분석하였다. 스페인에 위치한 과소화 마을의 감

소 현상의 가장 큰 이유는 이민자들의 이주로 인한 인구 증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 이민자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유한 지

방이나 도시로 진입하는 거점에 주로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민

자들을 계속 유지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Yansui Liu et al(2017)은 세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농촌 인구의 추세

를 파악하고 농촌을 되살리기 위한 각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과소화 마을을 극복하기 위한 4가지의 우선 사항을 제시하

였다. 첫 번째는 농촌 개발의 필요성으로 교육 서비스나 의료 서비스 등

기초생활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세금 감면, 지대 제공 등을 활용한 기업 유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두 번째는 아래로부터의 발전(Bottom-up)이 필

요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농부, 상점 주인 등 이해

당사자들이 힘을 합하여 지역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고 있다. 세 번째는 깊은 산 속이나 계곡에 위치한 마을의 경우 자연 환

경으로 인해 활성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재배치하려는 노력 또한 요구

되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과소화 마을의

극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국내의 기존 연구들은 과소화 마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특징을 분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단년도 자료를 사용했기



- 8 -

때문에 과소화 마을의 변화 및 변화요인을 파악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또한 박진우 외(2018)처럼 기존에 진행되었던 과소화 마을의 변화 및 변

화요인에 관한 연구는 해당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농가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비농가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

다. 더불어 과소화 마을이 지역적으로 다르게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적인 자료만으로 과소화 마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

였다. 해외 연구의 경우 과소화 마을 극복에 유의미한 요인들을 각각 상

세하게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지만 감소정

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

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2개 연도 자료를 활용하여 과소화 마을의 수 감소여부 및 감

소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인구주택총조사, 경

제총조사 등을 이용하여 과소화 마을에 거주하는 비농가의 특성을 고려

하였다는 선행연구들과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허들 모형 중 절

단회귀분석을 통해 과소화 마을 수가 많이 감소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

을 찾아서 호남지방 등 과소화 마을이 많이 분포하는 곳에 맞춤형 정책

을 제시하였다는 차별성이 있다.

제 4 절 논문의 구성

본 연구의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 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내용 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제 2장에서는 과소화 마을의 정의 및 현황에 대해 논의하며 제 3장에서

는 분석 방법 및 분석 자료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 4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 및 한계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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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과소화 마을의 정의 및 현황

제 1 절 국내 과소화 마을의 정의

과소는 일정 지역의 인구가 지나치게 적다는 사전적 의미를 가진 결과

론적 개념으로 과밀과 상대적인 어휘이며 특정한 지역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과소화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과소 문제가 심

화되는 진행형의 개념이다(정기환 외, 1999). 따라서 과소화 지역은 인구

가 감소하는 과소 상태로 진행되는 과정인 지역을 의미하게 되며 과소화

가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경제, 사회, 문화적인 문제들까지도 모두 포함하

게 된다(조준범,2009). 일반적으로 거주인구 수나 인구감소율 등 다양한

판단 기준을 통해 과소화 마을을 판단하고 있지만 명확한 임계 규모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연구 목적이나 방법에 따라 다양한

기준이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연구자가 과소화 마을을 구

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변수의 수에 따라 단일 지표와 복합지표, 종합지

표로 구분되고 있다.

단일 지표의 경우 하나의 변수를 활용하여 과소화 마을을 분별하는 방

법이다(배연정 외, 2013). 과거의 경우 오홍석(1992) 등 많은 선행 연구

에서는 일정 기간동안 인구가 감소한 비율을 의미하는 인구 감소율 변수

를 활용하여 과소화 마을을 구분하였다는 특징을 보였다. 반면 2000년대

이후 성주인 외(2012), 심재헌 외(2017) 등의 연구에서는 인구감소율보다

행정리당 가구 수(20호 미만)를 통해 과소화 마을을 정의하는 모습이 나

타나고 있다. 한편, 복합지표 및 종합지표는 다양한 변수를 활용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김두철(1997)은 인구 감소율뿐만 아니라 노인 인구비율

과 인구 밀도를 사용하였고, 정기환 외(1999)는 인구 밀도, 15세 미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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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율 등도 과소화 마을을 분별하는데 사용하였다.

오홍석(1992)이나 성주인 외(2012) 등처럼 단일지표로 과소화 마을을

정의할 경우 과소화 마을을 비교적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되지만 지역의 특수성 등을 반영하지 못 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게

된다(배연정 외, 2013). 반면 복합지표이나 종합지표의 경우 다양한 변수

를 통해 마을의 특성을 상세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되지

만, 상대적으로 측정이 어렵고 정부의 정책결정에 활용되기 어렵다는 단

점을 가진다. 과소화 마을에 대한 개선된 정부 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

황 속에서 정책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복합지표나 종합지표보

다 간단한 단일지표가 더 효과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따라 단일지표를 통해 과소화 마을을 판단하고 있

으며 성주인 외(2012), 심재헌 외(2017) 등에 적용된 바와 같이 20호 미

만의 가구가 존재하는 행정리를 과소화 마을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는

농림어업총조사의 지역조사 원자료를 통해 행정리당 가구 수를 쉽게 취

득할 수 있고 현황 파악에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구분 연구 제목 사용 지표

단일지표

오홍석(1992) 인구감소율

성주인·채종현(2012)
행정리당 가구 수(20호 미만)

심재헌·엄진영·민경찬(2017)

복합지표 김두철(1997)
인구감소율, 인구밀도,

노인 인구비율

종합지표 정기환·문순철·민상기(1999)
인구증가율, 인구밀도, 65세 인구

비율, 15세 미만 인구 비율 등

<표 2-1> 과소화 마을 정의에 사용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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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과소화 마을의 현황

1. 과소화 마을의 지역 분포

2010년 3,091개였던 과소화 마을은 2015년 1,270개로 1,800개 이상 감소

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체 마을당 비율도 8.47%에서 3.45%로 급격하

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지역에서 과소화 마을 수가 감소한 가

운데 2015년 과소화 마을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9.97%를 기록한 전

라북도로 나타났다. 전라남도 또한 4.99%인 것으로 나타나 호남지역의

농촌 마을 과소화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울산광역시나 제

주특별자치도는 과소화 마을이 전부 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위: 개

구분
2010년 2015년

전체 마을 과소화 마을 전체 마을 과소화 마을

부산 139 16 (11.51%) 166 4 (2.41%)

대구 264 19 (7.20%) 270 4 (1.48%)

인천 260 8 (3.08%) 261 5 (1.92%)

울산 335 17 (5.07%) 349 0 (0%)

세종 - - - 259 10 (3.86%)

경기 4,042 148 (3.66%) 4,034 18 (0.45%)

강원 2,195 114 (5.19%) 2,228 32 (1.44%)

충북 2,897 258 (8.91%) 2,919 70 (2.40%)

충남 4,517 158 (3.50%) 4,307 46 (1.07%)

전북 5,108 1,027 (20.11%) 5,163 515 (9.97%)

전남 6,650 780 (11.73%) 6,768 338 (4.99%)

경북 5,167 223 (4.32%) 5,189 112 (2.16%)

경남 4,752 322 (6.78%) 4,707 116 (2.46%)

제주 172 1 (0.58%) 172 0 (0%)

계 36,498 3,091 (8.47%) 36,792 1,270 (3.45%)
자료: 농림어업총조사, 각 년도

<표 2-2> 과소화 마을의 지역 분포 및 변화



- 12 -

2. 과소화 마을의 농가 특성

<표 2-3>은 2010년과 2015년 과소화 마을의 농가 특성을 보여주고 있

다. 먼저 과소화 마을에 거주하는 농가의 수는 2010년 평균적으로 8.91개

였으나 2015년 7.24개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 비율을 보았을 때

절반 이상의 과소화 마을에서 40% 이상의 농가 비율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10년의 경우 농가 비율 40% 이상인 마을이 무려 86.9%

로 나타나 과소화 마을에 거주하는 가구가 주로 농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이러한 모습은 점차 약화되어 농가 비율이 높은 과소화 마을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 비율이 20% 미만인 과소화 마을

의 구성비는 2010년 2.52%에서 2015년 11.50%로 크게 상승하였지만

80% 이상인 비율은 19.50%에서 6.38%로 급감하였다. 이는 농가 비율이

높은 과소화 마을의 과소화 탈출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과소화 마을의 경영형태를 살펴보았을 때 주로 논벼 농가 중심으로 이

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0년과 2015년 사이 전반적인 경영형

태 구성비는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논벼 농가 중심 가구가

2010년 48.41%, 2015년 46.0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식량

작물이나 축산 중심의 가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균

논 면적이나 평균 경영주 나이는 2010년과 2015년 사이 큰 차이를 보이

지 않았으며 생산자 조직 참여 비율이 2010년에 비해서 소폭 감소한 것

을 알 수 있다. 한편 전·겸업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전업농 비율이 6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모습을 보였다. 2015년 과소화 마을의 전업농 비율

은 68.72%로 나타나 2010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겸업농가 중 농업 외

수입이 많은 농가의 경우 비율이 14.67%에서 11.90%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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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구분 2010년 2015년

평균 농가 수 (개) 8.91 7.24

농가 비율

20% 미만 2.52 11.50

20∼40% 10.62 23.31

40∼60% 29.77 37.56

60∼80% 37.60 21.26

80% 이상 19.50 6.38

계 100 100

경영형태 비율

논벼 48.41 46.03

식량작물 9.47 10.89

채소·산나물 17.73 19.19

과수 10.23 10.89

축산 8.82 6.44

이외 5.33 6.55

계 100 100

평균 논 면적 (ha) 1.05 1.09

평균 경영주 나이 (세) 64.52 67.15

전·겸업 비율

농업 수입뿐임 66.33 68.72

농업 수입이 많음 19.00 19.38

농업 외 수입이 많음 14.67 11.90

계 100 100

생산자 조직 참여비율 22.53 21.89

귀농가구 비율 - 1.82

주) 농가 비율 등 항목에서 미상으로 기록된 마을은 제외하였음.

주) 귀농가구의 경우 5년 전 농사를 짓지 않던 가구가 도시(시·구)에서 농촌(군)

으로 이동하여 농산업에 종사하기 시작한 가구로 정의하였음.

자료: 농림어업총조사, 각 년도

<표 2-3> 과소화 마을의 농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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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소화 마을의 지역 특성

지역 특성에 해당하는 변수로는 교육 서비스, 의료 서비스, 문화생활 서

비스 등 기초생활서비스나 유통·생산 시설에 대한 접근성2) 및 도농교류

참여비율 등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 서비스 접근성의 경우 개인이

소유한 자가용으로 해당 서비스까지 소요되는 이동시간으로 계산하였다.

과소화 마을에서는 대체로 2010년에 비해 접근성이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으며 가장 큰 접근성 하락을 보인 항목은 교육 서비스 중 고등학교 항

목이었다. 의료서비스의 병·의원과 약국 또한 2010년에 비해 접근성이

하락하였다. 반면 상설영화상영관의 경우 다른 항목들과는 달리 접근성

이 약 5분 정도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생활기반 서비스의 파출소는

접근성이 5분 이내로 높았던 반면 백화점의 경우 2010년 42.82분으로 다

른 시설들에 비해서 접근성이 매우 낮았다.

농가의 생산물 판매 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생산기반 시설과 유통기

반 시설도 대부분 접근성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축산

물종합처리장, 농수산물도매시장, 공동전시·판매시설 등은 30분 이상의

접근성을 기록하여 지역 주민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큰 어려움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농교류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의

경우 2010년 11.16%에서 25.28%로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농촌 유형3)의 경우 근교 농촌과 일반 농촌의 비율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2) 서비스 및 생산과 유통시설 접근성은 농림어업총조사의 지역부문에서 다뤄지고

있으며 현 위치와 소요시간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때 현 위치 항목에서

‘이용하지 않음’을 표기할 경우 소요시간이 0으로 표기되어 ‘행정리 안에 있음’

등 다른 변수들과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되어 접근성이 부정확하게 측정된다. 본

연구의 현황 부문에서는 이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이용하지 않음’으로 표기된

마을를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3) 성주인 외(2015)는 선행연구를 통해 전국의 시·도를 인구 및 도시와의 거리를 기

준으로 근교 농촌, 일반 농촌, 원격지 농촌으로 유형화하였다. 해당 연구는 2015

년 기준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는 2010년과 2015년의 농촌 유형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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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화 마을의 근교 농촌 비율은 2010년 15.27%에서 2015년 9.91%로 감

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반 농촌과 원격지 농촌의 비율이 상승하였다.

단위: 분, %

구분 2010년 2015년

기초생활

서비스

접근성

교육서비스

유치원 3.42 3.24

초등학교 3.06 2.80

중학교 3.48 8.38

고등학교 9.51 20.19

입시·보습 12.91 19.76

예능학원 12.46 12.12

의료서비스
병·의원 15.91 17.29

약국 9.82 12.51

문화서비스
상설영화상영관 42.24 37.02

도서관 15.58 16.68

복지서비스 노인복지회관 - 12.29

대중교통서비스
시외버스터미널 16.82 17.60

철도역 37.40 38.20

생활기반서비스

백화점 - 42.82

파출소 2.63 3.08

119안전센터 12.18 11.94

생산기반시설

접근성

미곡종합처리장 17.07 16.81

축산물종합처리장 37.50 39.54

농수산물가공시설 15.36 17.43

저온·저장고 4.64 7.59

유통기반 시설

접근성

공판장·위판장 30.49 28.00

농수산물집하장 20.96 24.44

농수산물도매시장 43.46 43.87

산지유통시장 27.32 28.09

공동전시·판매시설 - 34.19

도농교류 참여비율 11.16 25.28

농촌 유형

근교 농촌 15.27 9.91

일반 농촌 72.76 77.28

원격지 농촌 11.97 12.81

주) 농촌 유형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 지역은 제외함.

자료: 농림어업총조사, 각 년도

<표 2-4> 과소화 마을의 지역 특성

하다고 가정하고 연구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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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소화 마을의 변화 형태

<표 2-5>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인구 및 가구의 변화로 인한 과소

화 마을의 변화 모습에 대해 설명한 표이다. 분석 단위는 행정리에서

읍·면으로 확장하였으며 2010년과 2015년의 읍·면을 연계한 총 1,306개

에 대한 과소화 마을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2010년 관내 과소화 마을이

존재하지 않았던 읍·면은 총 486개로 전체 읍·면의 약 37%정도인 것으

로 분석되었다. 또한 2010년과 2015년 모두 과소화 마을이 없었던 읍·면

은 465개였던 반면 2010년 과소화 마을이 없었으나 2015년 새롭게 과소

화 마을이 생긴 읍·면은 20곳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도수

가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2010년 과소화 마을이 하나라도 존재

했던 읍·면은 821개였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중에서 2010년에 비해

2015년 과소화 마을 수가 감소한 곳은 716곳으로 과소화 마을 수가 유지

되거나 증가한 읍·면에 비해 압도적으로 빈도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

다. 반대로 2010년 과소화 마을이 존재했으며 2015년 그 수가 더욱 늘어

난 읍·면은 16개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위: 개

구분
2010년 대비 2015년 과소화 마을 수

감소 유지 증가 계

2010년 과소화 마을

존재여부

없음 - 465 20 485

있음 716 89 16 821

계 716 554 36 1,306

자료: 농림어업총조사, 각 년도

<표 2-5> 과소화 마을의 변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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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는 읍·면 내 과소화 마을 수의 변화에 따라 <표 2-5>에서 분

류되어 있는 2010년 대비 2015년 과소화 마을 수를 기준으로 과소화 마

을 수가 유지된 읍·면과 과소화 마을 수가 감소한 읍·면, 과소화 마을 수

가 증가한 읍·면으로 구분하였다. 과소화 마을 수가 유지되는 읍·면의 경

우 2010년과 2015년 모두 과소화 마을이 하나도 없는 읍·면 또한 포함되

어 있어 상대적으로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과소화 마을 수가 감소한 읍·면은 총 71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광역시나 인천광역시 등 광역시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과소화 마을

변화 읍·면의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소화 마을 수가 감소

한 읍·면의 경우 167개의 읍·면을 기록한 전라남도에서 가장 많은 빈도

수가 나타났으며 전라북도, 경상남도가 그 뒤를 이었다. 충청북도의 경우

경기도, 강원도 등과 달리 과소화 마을 수가 감소한 읍·면이 유지되고

있는 읍·면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과소화 마을 수가 유지되고 있는 읍·면의 경우 총 554개인 것으로 나타

났다. 과소화 마을 수가 유지되는 읍·면이 가장 많은 지역은 총 127개의

읍·면을 기록한 경상북도로 나타났으며 경상남도, 충청남도 등이 그 다

음으로 많았다. 경기도나 강원도 등은 과소화 마을 수가 유지되고 있는

지역이 과소화 마을 수가 감소한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이는 과소화 마을 수가 유지되고 있는 읍·면에 2010년과 2015년

과소화 마을이 하나도 없는 읍·면이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과소화 마을 수가 증가하는 읍·면의 경우 전체 빈도수가 36개로 다른

두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과소화 마을 수가

증가한 읍·면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라남도로 총 10개의 읍·면이 증가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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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개, %

구분
과소화 마을 수 유지 과소화 마을 수 감소 과소화 마을 수 증가

읍·면 비율 읍·면 비율 읍·면 비율

부산 1 0.18 3 0.42 0 0.00

대구 2 0.36 6 0.84 1 2.78

인천 18 3.25 2 0.28 0 0.00

울산 5 0.90 7 0.98 0 0.00

경기 71 12.82 46 6.42 1 2.78

강원 69 12.45 43 6.01 1 2.78

충북 23 4.15 63 8.80 1 2.78

충남 79 14.26 54 7.54 5 13.89

전북 14 2.53 140 19.55 4 11.11

전남 50 9.03 167 23.32 10 27.78

경북 127 22.92 86 12.01 8 22.22

경남 84 15.16 98 13.69 5 13.89

제주 11 1.99 1 0.14 0 0.00

계 554 100 716 100 36 100

주) 과소화 마을 수가 유지되고 있는 곳은 2010년과 2015년 모두 과소화 마을이

없는 읍·면 또한 포함하고 있음.

자료: 농림어업총조사, 각 년도

<표 2-6> 읍·면 내 과소화 마을 수의 지역별 분포

<그림 2-1>는 읍·면의 마을 대비 과소화 마을의 비율을 통해 2010년

대비 2015년의 과소화 마을 분포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2010년 대비

2015년의 읍면별 과소화 마을 비율을 비교하였을 때 그림 상으로 짙은

색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확연하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충

청북도 및 충청남도에서 과소화 마을 비율이 많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강원도 및 경상도 또한 비율이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일부 전라

북도나 전라남도 지역 등에서 여전히 읍·면 과소화 마을의 비율이 높아

마을의 해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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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2010년 대비 2015년 과소화 마을 분포 변화

자료: 심재헌 외(2017)

5. 과소화 마을 변화 정도별 읍·면 분포

<표 2-7>은 읍·면의 과소화 마을 수가 감소한 정도에 따라 변화 유형

별로 분포하고 있는 모습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과소화 마을의 수

가 감소한 경우 1개 감소한 읍·면의 수가 총 303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소화 마을이 2개 감소한 읍·면이 162개로 그 뒤를 이

었으며 두 형태가 과소화 마을 수가 감소한 전체 805개 중 57.7%에 해

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과소화 마을이 5개 이상 감소한 읍·

면도 91개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는 과소화 마을의 수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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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거나 유지되고 있는 읍·면보다도 많은 것으론 나타났다. 한편 읍·면

내 과소화 마을의 수가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곳은 총 89개 읍·면

으로 나타났다. 이 때, 과소화 마을의 수가 유지되는 읍·면의 경우 2010

년 과소화 마을이 하나라도 존재한 읍·면을 의미한다. 2015년 과소화 마

을 수가 증가한 읍·면은 총 36개의 읍·면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

으로 빈도수가 적었다. 그 중에서 과소화 마을의 수가 1개 증가한 곳이

28개로 가장 많았고 2개, 3개 이상 증가한 지역은 각각 4곳에 불과했다.

단위: 개, %

과소화 마을 수의 변화 읍·면 비율

증가

1개 28 77.8

2개 4 11.1

3개 이상 4 11.1

계 36 100.0

유지 0개 89 100.0

감소

1개 303 37.6

2개 162 20.1

3개 92 11.4

4개 68 8.4

5개 이상 91 11.3

계 805 100.0

주) 과소화 마을 수가 유지되는 곳은 2010년 과소화 마을이 하나라도 존재하

는 읍·면만을 포함함.

자료: 농림어업총조사, 각 년도

<표 2-7> 읍·면 내 과소화 마을 수의 변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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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읍·면 내 과소화 마을 감소 현황

<표 2-8>은 읍·면 내 과소화 마을의 감소 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등 광역시나 수도권 지역은 과소화 마

을의 수가 1개 감소한 읍·면이 2개나 3개 이상 감소한 읍·면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충청북도나 충청

남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특히 경기도의 경우 1개 감소한 읍·면이

27개인 반면, 2개나 3개 이상 감소한 읍·면은 총 19개로 나타났다. 하지

만 전라북도나 전라남도의 경우 이와는 반대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경우 과소화 마을 수가 3개 이상 감소한 읍·면이 84개로 1개

나 2개 감소한 읍·면보다 훨씬 더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단위: 개, %

구분
1개 감소 2개 감소 3개 이상 감소

읍·면 비율 읍·면 비율 읍·면 비율

부산 0 0.00 1 0.62 2 0.80

대구 3 0.99 0 0.00 3 1.20

인천 1 0.33 1 0.62 0 0.00

울산 2 0.66 1 0.62 4 1.59

경기 27 8.91 7 4.32 12 4.78

강원 23 7.59 11 6.79 9 3.59

충북 28 9.24 14 8.64 21 8.37

충남 31 10.23 16 9.88 7 2.79

전북 32 10.56 24 14.81 84 33.47

전남 53 17.49 40 24.69 74 29.48

경북 56 18.48 24 14.81 6 2.39

경남 46 15.18 23 14.20 29 11.55

제주 1 0.33 0 0.00 0 0.00

계 303 100 162 100 241 100
주) 과소화 마을 수가 유지되는 곳은 2010년 과소화 마을이 하나라도 존재하는

읍·면만을 포함함.

자료: 농림어업총조사, 각 년도

<표 2-8> 읍·면 내 과소화 마을 수의 지역별 감소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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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과소화 마을 수 변화에 따른 사업체 분포 현황

<표 2-9>는 읍·면 단위에서 사업체 수가 어떤 분포를 나타내는지 보여

주고 있다. 분석 결과, 과소화 마을 수가 감소한 지역에서 평균적인 사업

체 수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전기·가스·수도업이나 금융보험업,

공공행정업 등의 업종에서는 사업체 수 차이가 별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서비스업이나 광업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업·음식점업 등에서는 과소화

마을 수가 감소한 곳에서 사업체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업종의 특성은 금융보험업 등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고 물리적

인 노동력이 투입된다는 점이다. 한편 과소화 마을 수가 감소한 지역에

서 가장 많은 사업체 수를 보인 업종은 광업제조업으로 평균적으로

138.94개의 사업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업 또한 111.23개

로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체 수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평균 매출액과 평균 종사자 수로 구분되는 사업체 특징을 살펴

보았을 때도 두 형태 사이에 큰 차이가 나타났다. 과소화 마을 수가 유

지되는 읍·면에 있는 사업체들은 과소화 마을 수가 감소한 읍·면에 있는

사업체보다 평균 매출액이나 평균 종사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평균 매출액의 경우 과소화 마을 수가 감소한 읍·면에

비해 절반 정도에 그친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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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개, %

구분

과소화 마을 수 유지

(N=89)

과소화 마을 수 감소

(N=716)

평균

사업체 수
비율

평균

사업체 수
비율

업종

구분

서비스업 53.89 0.15 68.99 0.14

전기·가스·수도업 0.74 0.00 0.79 0.00

건설업 14.75 0.04 19.79 0.04

공공행정업 3.55 0.01 3.81 0.01

광업제조업 97.71 0.27 138.94 0.29

금융보험업 3.21 0.01 3.92 0.01

도소매업 85.98 0.23 111.23 0.23

숙박업·음식점업 76.37 0.21 95.64 0.20

운수업 30.38 0.08 37.17 0.08

계 40.73 100 53.36 100

사업체

특징

평균 매출액

(백 만원)
322,673 702,698

평균 종사자수(명) 1,620.58 2,340.24

주) 과소화 마을 수가 유지되는 곳은 2010년 과소화 마을이 하나라도 존재하는

읍·면만을 포함함.

자료: 경제총조사(2015)

<표 2-9> 과소화 마을 수 변화에 따른 사업체 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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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해외 과소화 마을의 정의 및 현황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현상은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이나 유럽 등 해외에서도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각 나라들은 국내의

과소화 마을처럼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현상이 나타나는 마을들을

분류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각국의

마을 소멸에 대한 정의와 지원책에 대해서 파악하였다.

1. 일본

일본은 지방 소멸의 모습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나라 중 하나로 인구가

감소하는 마을에 대해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인구

가 감소하는 지역을 의미하는 과소 지역으로 2000년 제정된 ‘과소지역자

립촉진특별법조치법’에 따라 인구 및 재정력 요건을 충족하는 시·정·촌이

과소지역으로 선정되었다(임상연 외, 2014). 이 때 <표 2-9>에 서술되어

있는 인구 요건과 재정력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경우 과소지역으로 선정

되었다. A-C 유형까지는 인구 감소율을 기본으로 노인 비율과 청소년

비율이 포함되어 있으며 D 유형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구가 급속하게 감

소한 지역을 고려하기 위해 해당되는 연도를 달리하였다는 특징을 가지

고 있다. 재정력 요건은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3개년 평균 재정력 지

수가 0.5 이하일 때 과소지역 시·정·촌으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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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의

인구 요건

(1970년-2015년 기준)

A 유형 인구 감소율이 32% 이상

B 유형
인구 감소율이 27% 이상으로

2015년의 노인 비율이 36% 이상

C 유형
인구 감소율이 27% 이상에서

2015년 청소년 비율이 11% 이하

D 유형 1990년-2015년까지의 인구 감소율 21% 이상

재정력 요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 평균 재정력 지수

가 0.5 이하
주1) 2017년 4월 개정된 최신 요건을 기준으로 서술하였음.

주2) 재정력 지수는 시·정·촌의 행정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세금 등 자체로 조달

하는 재원의 비율을 의미함.

주3) 인구 요건과 재정력 요건에 모두 해당되더라도 시·정·촌에 공영 수입이 있

는 경우, 2015년의 매출액이 40억 엔 이상의 곳은 과소지역에서 제외됨.

자료: http://www.kaso-net.or.jp/kaso-about.htm

<표 2-10> 일본 과소지역 시·정·촌의 단계별 기준

위와 같은 기준으로 2017년 일본의 과소지역을 구분하였을 때, 전국

1,718개의 시·정·촌 중 817개의 시·정·촌이 과소 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시·정·촌의 47.6%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지역이 과

소지역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면적의 경우 일본 국토의 59.6%에 달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과소 시·정·촌에 거주하는 인구는 일본 전체

인구의 8.6%에 불과한 약 1천만 명으로 나타나 일본의 지방 소멸 상황

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단위: 개, 천 명,

구분 과소 시·정·촌 전국

시·정·촌 수 817(47.6%) 1,718(100.0%)

거주 인구 10,878(8.6%) 127,094(100.0%)

면적 225,423(59.6%) 377,970(100.0%)

자료: http://www.kaso-net.or.jp/kaso-about.htm

<표 2-11> 2017년 일본 과소지역 시·정·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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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초 일본의 과소지역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학자인 오오노 아키

라는 과소지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류할 필요성을 느끼고 65세 이상 노

인 인구가 50% 이상인 마을을 한계마을로 정의하였다(유학열, 2017). ‘한

계’라는 용어가 주로 임계의 의미로 사용된다는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한계마을은 소멸하기 직전 상태의 마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한계

마을은 노인 인구의 비율에 따라 ‘존재마을’, ‘준한계마을’, ‘한계마을’, ‘소

멸마을’로 구분하고 있다. 존재마을은 55세 미만의 젊은 인구 비율이

50% 이상인 마을로 마을의 공동체 기능을 다음 세대가 이어갈 수 있는

마을을 의미한다. 존재마을에 거주하는 가구는 대체로 젊은 부부거나 취

학중인 아동 후계자가 있는 가구로 마을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준한계마을은 5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50% 이상

인 마을을 의미하며 공동체 기능은 수행할 수 있으나 다음 세대가 없어

한계마을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마을을 의미한다. 후계자가 준비되어 있던

존재마을과 달리 부부만 거주하거나 준노인부부 등 후계가 불안정한 가

구가 주로 거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계마을은 65세 이상의 인구 비

율이 50% 이상인 마을로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공동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한계에 달한 마을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소멸마을은 한계마을이 계

속되어 모든 인구가 사라져 마을이 소멸된 상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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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준 내용 가구 유형

존재마을
55세 미만 인구 비율

50% 이상

공동체 기능을 다음 세대가

이어갈 수 있는 상태

젊은 부부,

취학중인

아동 후계자

준한계마을
55세 이상 인구 비율

50% 이상

공동체 기능은 있으나 다음

세대가 없어 한계마을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

부부만 거주,

준노인부부

한계마을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 50% 이상

고령화로 공동체 기능

유지가 한계에 달한 상태

노인 부부,

독거 노인

소멸마을 인구 없음 마을 소멸된 상태 없음

자료: 유학열(2017) 재인용

<표 2-12> 한계마을의 단계별 기준 및 특징

특히 시간에 따라 일반 마을이 한계마을로 진행되는 과정 또한 제시되

어 있다. 일반적인 마을이 한계마을로 변화하는 과정은 총 3단계로 분류

되어 있으며 한계화 초기, 한계화 중기, 한계화 말기로 나누어진다(유학

열, 2017). 한계화 초기 단계의 경우 인구가 천천히 감소하는 모습이 나

타나지만 공동체 활동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한계화 초

기 단계에서 시간이 지나 중기 단계가 되었을 때 인구는 지속적으로 천

천히 감소하지만 마을 공동체 활동(집락 활동)이 크게 감소한다는 특징

이 보인다. 이 때 한계화 초기와 중기 사이 임계점이 있어 임계점에 도

달했을 때 급격하게 한계화가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

계화 말기는 마을 소멸 직전의 상태로 공동체 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인구 또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알 수 있다.



- 28 -

한계화 초기 한계화 중기 한계화 말기

많음 활달

↑ ↑
세대수 인구

임계점

↓ ↓

집락활동
적음 저조

년
자료: 유학열(2017) 재인용

<그림 2-2> 한계마을 진행 과정

2. 프랑스

프랑스 또한 농촌 지역의 과소화로 인한 지방 소멸 현상으로 인해 큰

문제를 겪고 있어 이를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프랑스는 2014

년 3월 국토의 평등을 위한 위원회(Commissariat général à l'égalité

des territoires; CGET)를 설립하고 휘하에 농촌을 위한 부처공동위원회

(ComitéInterministériel aux Ruralités; CIR)를 추진하였다(지역발전위원

회, 2017). 정부 위원회에서는 농촌 지역의 인구 밀도가 낮고 지역 발전

이 더딘 지역을 ‘농촌재활성화’ 지구로 선정하고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

며 농촌재활성화지구의 경우 인구 특성이나 제도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을 기초로 선정되고 있다. 당 31인 이하의 인구가 거주할 경우

인구 기준을 만족하게 되며 인구 감소지역이거나 경제활동 인구 감소 지

역, 농업활동인구가 국가 평균의 2배 이상인 지역 중 하나를 충족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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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기준을 만족한다. 제도의 경우 세금과 관련된 EPCI에 속하

는지 여부에 따라 농촌재활성화 지구에 선정되게 된다(심재헌 외, 2017).

2011년의 경우 전체 코뮌의 1/3 이상인 1만 3,082개의 코뮌이 농촌재활

성화지구로 선정되어 지방 소멸의 모습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

다.

구분 내용

인구 기준 인구밀도 31인/이하

사회·경제적 기준

인구 감소지역

경제활동 인구 감소지역

농업활동인구가 국가 평균의 2배 이상인 지역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한 지역

제도적 기준 세금 부과의 자율성을 지닌 EPCI에 속하는지 여부

자료: 심재헌 외(2017) 재분류

<표 2-13> 프랑스의 농촌재활성화지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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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분석 자료 및 방법

제 1 절 분석 자료

본 연구는 2010년과 2015년 발행된 농림어업총조사의 농업부문과 지역

부문 원자료를 사용하였다. 농림어업총조사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학술연

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의 가구 중 농림어가의 정의에 해당되는

가구 수 및 특성, 행정리에 대한 구조, 분포 등을 파악한 조사로 농산어

촌 지역 개발 계획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통계청, 2017). 농

업부문에는 경작지 면적, 판매금액, 판매처, 영농형태 등 농가에 대한 다

양한 특성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지역부문의 경우 기초생활서비스까지의

접근성, 도농교류활동 여부 등 전국 각지에 위치한 행정리(마을)에 대한

특성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특히 지역부문에 포함되어 있는 ‘총가구수’

항목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가구의 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마을당 가구 수로 과소화 마을 여부를 판단하는 본 연구에 적합

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는 농림어업총조사를 중점적

으로 활용하였다.

하지만 농림어업총조사는 행정리에 거주하고 있는 농림어가에 대한 정

보만 수록되어 있을 뿐 농가를 제외한 일반적인 가구에 대한 특성은 반

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활용하는데 한계점을 가지고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와 같이 과소화 마을 수의 감소와 감소 정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찾을 때 비농가의 특성을 고려하고 싶을 경우 비농가

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자료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

서는 이를 위해 농림어업총조사와 동일한 연도에 발행된 인구주택총조사

와 경제총조사를 활용하였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일정한 지역의 사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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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주택의 특징 및 규모 등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는 국가기본

통계조사이며(통계청, 2018), 경제총조사는 국내에 현존하는 전체적인 산

업에 대한 고용이나 생산, 비용 등에 대해 파악하는 조사이다(전용일 외,

2012).

한편 기본적인 과소화 마을의 분석 단위가 행정리인 것에 반해 농림어

업총조사의 농업부문과 인구주택총조사, 경제총조사는 분석의 최소 단위

가 읍·면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자료의 한계로 인해 본 연구는

분석의 단위를 행정리에서 읍·면으로 확장하고 과소화 마을 수가 유지되

는 읍·면, 과소화 마을 수가 감소한 읍·면 등으로 구분하여 본 연구를 진

행하였다.

<표 3-1>은 분석에 활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을 보여주고 있다. 종

속변수에는 본 연구의 목표인 과소화 마을 수 감소 및 감소 정도가 제시

되었으며 농업특성에는 농업관련사업 참여 농가 증가율 등 농가의 특성

이나 마을의 유지와 관련된 변수들이 포함되었다. 특히 여러 선행연구

등을 통해 마을의 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던 귀농가구를 변수

로 추가하여 과소화 마을 수 감소 및 감소 정도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주

고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농업관련사업 참여 농가 증가율 등

을 고려하여 마을의 활성화 정도가 과소화 마을 변화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비농업 특성의 경우 2010년,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와 경제총조사를 통

해 조사된 사업체 수 변화와 비농가 수의 변화, 전체 가구 수 대비 비농

가 비율의 차이를 포함하였다. 이러한 비농업적 특성들은 행정리 단위에

서는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읍·면 단위로 연구를 수행했을 때의 차

별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의 사업체는 서비스업, 광업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등 농림수산업을 제외한 전 산업의 사업체를 의미하고 있으며

과소화 마을에 거주하거나 유입되고 있는 비농가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



- 32 -

기 때문에 중요 변수로 추가하였다. 비농가 수의 변화 및 전체 가구 수

대비 비농가 비율의 차이는 과소화 마을의 변화에 있어 비농가의 역할을

탐색하기 위해서 추가하였다.

지역특성은 기초생활 서비스 접근성, 유통·생산시설 접근성과 도농교류

참여 행정리 증가율, 과소화 마을 광역시 위치 여부 등으로 구성하였다.

광역시 위치 여부의 경우 마을의 행정적인 특징을 고려하기 위해 고려되

었다. 고등학교, 종합병원 등은 교육 서비스, 의료 서비스 등을 의미하며

이러한 서비스까지의 접근성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까지 자동차로 주

행했을 때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하고 있다. 자매결연과 같은 도농교류

활동의 경우 도시와의 교류를 통한 해당 지역의 활성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도농교류에 참여하는 행정리 비율을 변수로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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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종속

변수

과소화 마을 수 감소 여부1) 더미 0.56 0.50 0.00 1.00

과소화 마을 감소 정도2) % 68 35 0.00 1

농업

특성

귀농가구 수 변화 개 3.40 3.82 0.00 40.00

농업관련사업 참여 농가

증가율
% 0.59 1.76 -1.00 18.29

비농업

특성

사업체 수 변화
개

-26.76 308.34 -1420 3353.0

비농가 수 변화 326.14 754.38 -1214 8631

전체 가구 수 대비

비농가 비율의 차이
%p 6.30 6.08 -19.64 36.74

지역

특성

광역시 위치 여부

(광역시 이외 지역 위치 기준)
더미 0.04 0.21 0.00 1.00

기초생활

서비스접근성

고등학교

분

9.32 11.27 0.00 125.20

종합병원 36.59 25.85 0.00 300.00

철도역 22.83 25.78 0.00 269.61

파출서 2.67 5.05 0.00 58.85

유통·생산

시설 접근성

공판장

·위판장
17.77 21.64 0.00 169.24

도농교류 참여 행정리 비율3) 더미 0.48 0.29 0.00 1.00

주 1) ‘과소화 마을 수 감소 여부’는 프로빗 분석에서 종속변수로 사용되며 N=1,270임.

주 2) 과소화 마을 감소 정도 = 과소화 마을을 탈출한 마을 수/2010년 과소화 마을 수로 정의함.

주 3) 기초생활서비스 접근성과 마찬가지로 2010년 자료를 활용함.

<표 3-1> 허들 모형 분석에 투입된 변수의 기초통계량(N=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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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분석 방법

1. 허들 모형

본 연구에서는 읍·면의 과소화 마을 수를 줄이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과 감소 정도를 높이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허들 모형을 사용하였다.

먼저 2010년과 2015년의 읍·면을 연계하고 읍·면 내부의 과소화 마을 수

가 어떻게 변하는지 파악하였다. 또한 과소화 마을 수가 유지되는 읍·면

과 과소화 마을 수가 감소한 읍·면으로 분류하였다. 이 두 유형에 대한

프로빗 분석을 통해 과소화 마을 수의 감소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분석할 수 있다. 또한 과소화 마을 수가 유지되는 읍·면을 제외한 후

남은 과소화 마을 수가 감소한 읍·면만을 선별하여 감소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할 수 있다. 과소화 마을 수를 줄이는데 영향을 미치

는 요인과 감소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효과의 방향성이나 크기

등이 다르기 때문에 본 연구는 두 유형을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허들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우선 허들 모형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과소화 마을 수의 감소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2010년과 2015년 사이 읍·면을 연계

하였을 때 총 1,306개의 읍·면이 연계되었으며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수

를 보이고 있는 과소화 마을이 증가한 36개의 읍·면은 분석에서 제외하

였다. 분석 대상인 1,270개의 읍·면을 과소화 마을 수가 유지되고 있는

읍·면과 과소화 마을 수가 감소한 읍·면으로 구별하고 과소화 마을 수가

유지되고 있는 읍·면에 0을, 과소화 마을 수가 감소한 읍·면에 1을 부여

하였다. 이를 통해 과소화 마을의 수 감소 여부에 따른 이원 종속변수의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 독립변수의 경우 농촌 과소화 마을에 있어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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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 특성, 농업 특성, 경제 특성 등에 해당

하는 인구·사회적 변수들을 포함하였으며 0과 1로 이루어진 종속변수는

이러한 설명변수들의 영향을 받는다. 대체적으로 이항선택 모형의 경우

로짓 분석이나 프로빗 분석으로 추정하면 질적으로 같은 결과를 얻지만

프로빗 모형의 경우 모서리해를 다루는 일반적인 모형인 허들 모형으로

확장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민희철,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원 종속변수 형태를 분석하기 위해 프로빗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과소화

마을 수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식 (1)

     식 (2)

식 (1)의 꺽쇠괄호 값은 
  가 참일 경우 1이 되며 거짓일 경우 0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는 프로빗 분석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정

규 분포의 확률분포함수를 의미하며 =0 또는 1이 된다. 
는 관측되지

않는 잠재변수를 의미하게 되며 는 읍·면 내 과소화 마을 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변수들을 의미하게 된다(추성민 외, 2018).

과소화 마을 수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이후 과소화 마

을의 감소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게 된다. 과소화 마을의

감소 정도는 해당 읍·면의 2010년 과소화 마을 수 대비 과소화 마을에서

제외된 마을 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과소화 마을 수를 많이 줄이는데 영

향을 준 요소들을 분석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선별되었던 과소화

마을로 유지되는 곳을 제외하고 과소화 마을 수가 감소한 읍·면만을 대

상으로 절단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종속변수는 과소화 마을의 수

감소 여부에서 과소화 마을 수 감소 정도로 대체하고 첫 번째 단계의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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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빗 분석과 같은 인구·사회적 변수들을 활용하여 절단회귀분석을 실시

한다. 다음과 같은 과정에서 과소화 마을로 유지되는 곳을 제외하였음으

로 과소화 마을의 감소 정도가 0인 지점에서 좌측절단이 일어난다. 정규

분포를 가정하였을 때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식 (3)

이 때, 정규분포 허들모형의 로그우도함수는 아래와 같이 도출된다

(cragg,1971).

ln 


ln   


ln  ln  ln


 ln

 
 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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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 결과

제 1 절 프로빗 분석 결과

<표 4-1>은 과소화 마을 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감소 정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프로빗 분석을 통해 과소

화 마을 수의 감소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분

석 결과, 총 7개의 항목이 과소화 마을 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분석되었다.

먼저 농업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 가장 주목해야 할 항목은 바로 귀농

가구이다. 농업관련사업 참여 농가 증가율은 과소화 마을 수 감소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귀농가구의 증가는 정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박시현 외(2014) 등 여러 선

행연구에서 밝혀졌던 것처럼 귀농가구가 농촌의 급격한 인구 감소 현상

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증명하고 있으

며 농촌 과소화 마을 감소 정책에 큰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은퇴 이

후 도시 생활에서의 탈출, 건강상의 이유 등 여러 이유로 인하여 도시에

서 농촌으로 이주하게 되는 귀농가구는 마을의 인구를 유지하면서도 마

을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기존 마을에 거주하던 일반적인 농

가에 비해 귀농가구는 경영주의 나이가 상대적으로 젊고 교육 수준이나

농업관련사업 참여비율 등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도시에서

거주할 때의 경험이나 네트워크는 귀농 이후 마을의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과소화 마을 수의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귀농가구의 특징은 과소화 마을을 줄이

기 위한 정부 정책에 있어서 귀농가구 유입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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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한편 귀농가구는 정착 초기 소득이 낮

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농촌에 대한 적응 문제 등 귀농

가구 유인에 다양한 걸림돌들이 산재하고 있는 상황이다(김정섭 외,

2017). 과소화 마을 감소에 효과적인 귀농가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정

부의 지원책이나 지자체의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 교육 서비스를 대표하는 고등학교와 의료서

비스를 대표하는 종합병원 항목이 과소화 마을 수를 감소시키는데 양(+)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서비스의 경우 농촌 마을의 고

령화 현상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농촌 마을

의 경우 도시보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농업적인

모습이 다른 마을에 비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과소화 마을의 경우 65

세 이상의 고령층이 마을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면역력 약화

로 인한 질병, 노화 등으로 젊은 층보다 건강 문제에 민감한 고령층의

경우 병·의원, 종합병원 등 의료 서비스의 존재 및 접근성에 많은 영향

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몇몇 선행 연구에서는 건강 악화 등으로

농촌에서 벗어나 도시로 이주하는 가구가 적지 않다(이창우 외, 2013)는

사실도 제기되는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고령층의 수요는 절대적인 것으

로 분석되었다. 한편 고등학교로 대표되는 교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과소화 마을의 감소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은 자녀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같이 귀농하는 가구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파악

되었다. 자녀를 보유한 귀농가구의 경우 교육 서비스까지의 접근성에 대

하여 자녀의 안전이나 편의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의료서

비스와 교육서비스까지의 접근성이 과소화 마을 변화에 중요하다는 지역

특성에서의 결과는 박진우 외(2018)에서 제시되었던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정 부분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박진우 외(2018)에서는 학교와 병·

의원의 예시를 들어 과소화 마을 탈출을 위해서는 기초생활서비스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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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향상이 필수적이라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 교육서비스와 의료서비

스 등 과소화 마을의 기초생활서비스 향상이 과소화 마을 수 감소에 의

미 있는 영향을 준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의 결과를 확고

히 하였다는 의미를 가진다. 반면 기초생활서비스 접근성 부문 중 철도

역의 경우 과소화 마을 수 감소 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철

도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비해 인구 유출이

쉽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읍․면의 도농교류참여 행정리 비율이 높을수록 과소화 마을 수

감소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농촌 과소화 마을에 대한 정부 정책

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자매결연 등 도시와의 활발한 교류는 마

을의 활력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마을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마을 인구의 유출을 방지되고 신규 가구가 유입되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과소화 마을을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이 요구될

때 마을의 도농교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마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비농업 특성에서는 사업체 수의 증가가 과소화 마을 수 감소 여부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업체 수의 증가는 과소화

마을 수 감소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

당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비농가의 역할이 절대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업체는 서비스업, 건설업, 공공행정, 광업제조업,

금융보험업, 도소매업 등으로 농림어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체를 의미하

기 때문에 과소화 마을로 유입되는 가구 중 농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가구가 본 항목에 속하게 된다. 본 항목이 과소화 마을의 수

감소여부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는 사실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종

사하고 있는 비농가가 과소화 마을 수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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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전체 사업체 수 중 서비스업, 광업제조업,

도소매업 등 상대적으로 물리적인 노동력이 투입되는 업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소화 마을에 해당 사업체가 증가하면서 사업

체에 종사하는 비농가가 증가하여 과소화 마을 감소 여부에 영향을 주는

결과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사업체 수 변화를 통해 과소화 마을 수

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각종 사업체의 유치

를 통해 비농가가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과소화 마을 수를 감소시

키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등 어떠한 사업체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각 지역에

맞는 맞춤형 기업 육성 및 신규 기업 유치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제 2 절 절단회귀분석 결과

<표 4-1>은 과소화 마을 수의 감소 여부뿐만 아니라 과소화 마을 수

감소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도 보여주고 있다. 분

석 결과, 과소화 마을 수의 감소 정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총 5개로

과소화 마을 수의 감소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보다 더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분석 결과는 제 1절에서 프로빗 분석을 통해 파악하였

던 과소화 마을 수 감소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는 다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어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농업 특성에서는 농업관련사업 참여 농가 증가율이 과소화 마을의 수

감소 정도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관련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의 경우 마을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 과소화 마을 수를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시킬 것이라는 기존의 예상과

는 반대의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이는 숙박이나 농산물 판매 등 농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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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농가는 마을에서 이탈한 반면 마을

단위 참여 비율은 높아지는 현상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귀농가

구의 경우 과소화 마을의 수를 감소시키는 정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차이점은 정부가 귀농가구를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과소화 마을에 거주하고 있던 농가들이 농업관련

사업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지원함으로써 마을을 활성화시켜야 한

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비농업 특성의 사업체 수 변화 항목은 과소화 마을 수 감소 정도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비농가 수의 변화는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한 지역의 과소화 마을 수가

많이 감소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비농가가 필수적으로 유입되어야 한다

는 것을 뜻하며 농촌 과소화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비농가의 역할을 다

시금 보여주고 있다. 앞선 프로빗 분석에서 사업체 수의 변화 항목이 유

의미했던 것을 감안하였을 때, 과소화 마을의 감소 여부 및 감소 정도에

비농가의 수 및 특성이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과소화 마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및 지자체는 지

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유입되고 있는 비농가의 특성을 파악해야 할 필요

성이 존재한다. 비농가의 특성을 파악함을 통해 제조업 등 사업체 수가

증가하는 경우 기업 지원책 등을 제시하고 자연경관이나 휴양 등의 이유

로 가구가 증가할 경우 자연환경을 홍보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제시

할 수 있다.

지역 특성에서는 프로빗 분석에서의 결과와는 달리 교육 서비스나 의료

서비스 등 기초생활서비스 부문과의 접근성은 과소화 마을의 수를 많이

감소시키는데 있어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 했다. 이는 기초생활

서비스의 존재 자체 및 접근성은 과소화 마을 수 감소 여부에만 영향을

미칠 뿐 접근성이 높다고 읍·면 내 과소화 마을 수가 많이 감소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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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과소화 마을의 광역시 위치 여부와 도농

교류 참여 행정리 증가여부의 경우 과소화 마을의 수 감소 정도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농교류 참여 행정리 증가여부는 과소화

마을의 감소 여부 및 감소 정도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마을의 활성화가 과소화 마을의 변화에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허들 모형을 통해 밝혀낸 과소화 마을 수 감소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과소화 마을 수 감소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다는 점

은 과소화 마을을 줄이기 위한 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광역시나 경기도처럼 하나의 읍·면 내 과소화

마을의 수가 적은 지역은 과소화 마을 수를 많이 감소시키기 위한 요인

들보다는 귀농가구나 기초생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등 과소화 마을 수

감소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수행해

야 한다. 반면 전라북도나 전라남도 등 하나의 읍·면에 과소화 마을의

수가 많은 지역의 경우 과소화 마을 수의 감소 여부뿐만 아니라 과소화

마을을 많이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까지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비농업

특성뿐만 아니라 농촌 마을 활성화를 위한 농업관련사업 참여 농가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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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과소화 마을 수

감소 여부

(n=1,270)

과소화 마을 수

감소 정도

(n=716)

추정치 표준오차 추정치 표준오차

상수 -0.743*** 0.108 0.725*** 0.028

농업

특성

귀농가구 0.027** 0.011 0.004 0.003

농업관련사업

참여 농가 증가율
0.020 0.021 -0.010* 0.006

비농가

특성

사업체 수 변화 0.000** 0.000 0.000 0.000

비농가 수 변화 0.000 0.000 0.000*** 0.000

전체 가구 대비

비농가 비율 차이
0.002 0.007 -0.001 0.002

지역

특성

과소화 마을

광역시 위치 여부

(광역시 이외

지역 위치 기준)

0.455** 0.191 0.169** 0.063

기초생활

서비스

접근성

고등학교 0.012*** 0.004 -0.001 0.001

종합병원 0.004** 0.002 0.000 0.001

철도역 -0.005*** 0.002 0.000 0.000

파출서 -0.007 0.008 0.003 0.002

유통·생산

시설 접근성

공판장,

위판장
-0.002 0.002 -0.001* 0.000

도농교류 참여 행정리 비율 0.746*** 0.133 0.109*** 0.037

1) *** p<0.001, ** p<0.05, * p<0.1

<표 4-1> 허들 모형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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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요약 및 결론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으로 인구의 감소가 머지않은 상황 속에서 지방

소멸은 이제 마주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다. 지방소멸지수 등 지방

소멸을 반영하고 있는 많은 지표들이 생산되고 있는 가운데 과소화 마을

은 지방 소멸의 위기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주제로 큰 화제

가 되고 있다. 고령화,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공동체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마을을 뜻하는 과소화 마을은 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른 마을 해체

및 지방 소멸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2010년과

2015년 사이 과소화 마을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는 사실에 정부와 학계

의 이목이 집중되었으며 변화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과소화 마을 관련

기초자료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과소화 마을에 관련된 기

존 연구들은 과소화 마을의 정의 및 특징에 초점을 맞춰 과소화 마을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2010년과 2015년 읍·면 내 과소화 마을 수를 분석하고 허들 모형

을 활용하여 과소화 마을 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감소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과소화 마을의 변화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 및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과소화 마을 수 감소에는 농업적 특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귀농가구의 증가가 유의미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귀농가구는 마을 활성화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

며 신규 가구의 유입에 따라 마을의 해체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

다. 과소화 마을을 줄이기 위해서는 귀농가구를 유입하기 위한 정부 대

책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귀농가구 유입에 방해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책도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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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고등학교나 종합병원 등 기초생활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기초생

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곳까지 도달하는 접근성이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서비스의 경우 귀농가구 및 질병, 노화 등으로 건

강에 민감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주로 분포하고 있는 과소화 마을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과소화 마을 탈출을 위해서는 기초생활서비스, 특

히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야 한다는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

다.

한편 도농교류참여 행정리의 비율이 과소화 마을 수 감소 여부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 과소화 마을에 대한 정부 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도농교류에 참여하는 것은 마을의 활력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을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마

을 인구의 유출을 방지되고 신규 가구가 유입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귀농가구와 마찬가지로 과소화 마을을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이 요구될

때 마을의 도농교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마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또한 비농업 특성의 사업체 수 변화가 과소화 마을 수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비농가가 과소화 마을 수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소화 마을 수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 정책을 수립하

기 위해서는 각종 사업체의 유치를 통해 비농가가 유입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과소화 마을이 감소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과소화 마

을 수 감소 여부와 큰 차이점이 나타났다. 귀농가구와 기초생활서비스

접근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농교류 참

여 행정리 증가여부, 과소화 마을 광역시 위치 여부는 이전단계처럼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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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비농가 수의 변화

가 과소화 마을를 많이 감소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것으로

과소화 마을의 급격한 감소에 비농가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과소화 마을 수 감소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과소화 마을 수 감

소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다는 점은 과소화 마을 대응 정책

에 큰 시사점을 제공한다. 읍·면 내 과소화 마을의 수가 적은 지역은 과

소화 마을 수를 많이 감소시키기 위한 요인들보다 귀농가구 등 과소화

마을 수 감소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정책

을 수행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가지게 된다. 반대로 하나의 읍·면에 과소

화 마을의 수가 많은 지역의 경우 과소화 마을 수의 감소 여부뿐만 아니

라 과소화 마을을 많이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 또한 필요하다. 따라서 비

농업 특성뿐만 아니라 농촌 마을 활성화를 위한 농업관련사업 참여 농가

등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과소화 마을의 분석 단위는 행정리가 이용되고 있으나 본

연구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과소화 마을의 분석 단위를 읍·면으로 확장

하였으며 읍·면 내부 과소화 마을들의 특성을 모두 반영하지 못 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비농가의 경우 자연환경 등 다양한 유입 요

인에 의해 과소화 마을로 유입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 등 사업체

수의 증가만을 고려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과소화 마을의 공간적인

특성 또한 고려하지 못 하였다. 추후 윤정미 외(2017) 등 선행연구처럼

과소화 마을의 공간적인 특성을 고려한 GIS 분석을 통해 과소화 마을의

전이확률 등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읍·면 단위의 과소화 마을을 분석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마을 단위로 과소화 마을을 분석한 선행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도출

하였으며 비농가의 특성 또한 반영하였다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 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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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마을에 대한 기존 연구들보다 많은 시사점을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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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the

Transformation of depopulated

Rural Village Considering

Non-farm Household

Jenwoo Park

Dept. of Agricultural Economics & Rural Development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The structure of traditional rural villages have been

changed dramatically caused by aging and hollowization. The

depopulated rural villages, which can not sustain community activities

due to the declining population, are the best showing the transition of

rural villages called crisis of local extinction and causing many social

problem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customized policies to

decrease the depopulated villages, and acquire fundamental

information on the changes of depopulated villages. Especially, The

existence of non-farmer household must be checked that studying the

changing of depopulated rural villag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number of depopulated villages in 2010 and 2015,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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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e the factors that affecting whether depopulated villages are

decreased or not and level of decreasing by using hurdle model. Also,

This study will identify the influence of non-farmer household of

changing depopulated villages.

The decreasing of depopulated villages was analyzed to be

influenced by factors such as returning to farming households, the

increase of influx administrative participation in urban–rural

exchanges, the number of fundamental services, and accessibility with

education and medical service facilities. Especially, the influx of new

population and the activation of villages, such as increase in the

number of people who returning to farm and boosting activities

related with farming, have been shown to reduce the number of

depopulated villages. Also, Especially, the increase of companies and

the influx of non–farm households play a significant role in reducing

the number of depopulated villages. In addition, the factors affecting

the decrease in the number and size of depopulated villages are

different, suggesting that the crisis of local extinction should be

solved by fostering the factors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keywords : Local Extinction, Depopulated Rural Village,

Non-farm Household, Hurdl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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