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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박정희 시대 새마을운동은 마을마다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

었고 그 결과 또한 마을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다. 하지만 기존의 새마

을운동 연구들은 대부분 새마을운동의 어느 한 측면만을 바탕으로 새

마을운동 전체의 성격을 규정해 왔다. 새마을운동의 결과가 긍정적이

었는지 부정적이었는지, 새마을운동을 이끈 주체가 농민이었는지 국

가였는지를 둘러싼 지루한 공방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새마

을운동의 복합적 현실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시도한 연구는 찾아

보기 어렵다.

이 논문에서는 엘리너 오스트롬의 제도이론을 중심으로 여러 마을

의 새마을운동 사례를 한데 엮어 깊이 들여다봄으로써 박정희 시대 

새마을운동의 전개 과정 및 결과가 마을마다 제각기 달랐던 까닭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았다. 새마을운동을 마을공동체를 기본 단위로 

구성원들의 생활수준 개선을 추구한 집합행동으로 정의하고 마을공동

체, 새마을지도자, 국가 세 주요 행위자의 내적 역량, 그리고 행위자 

간 상호작용의 성격에 따라 마을공동체의 새마을운동 성과가 좌우되

었는지를 13개 마을의 새마을운동 사례를 바탕으로 귀납적으로 검증

하였다.

분석 결과 마을공동체 안팎의 제도적 역량과 새마을운동의 성과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새

마을운동 시기 농민과 국가의 모습은 마을마다 제각기 달랐고 마을공

동체와 국가가 관계 맺는 방식 또한 마을에 따라 다양했다. 마을공동

체, 새마을지도자, 국가가 여러 층위에서 복잡다단하게 상호작용한 결

과 마을마다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된 새마을운동에서 마을공동체는 

마을 안팎의 제도적 역량에 따라 저마다 다른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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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 결과를 통해 그간의 연구 동향에서 간과되어 온 새마을운동

의 다양성과 다중심성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다.

주요어 : 새마을운동, 박정희 시대, 마을공동체, 집합행동, 새마을지도자,

다중심성, 엘리너 오스트롬

학  번 : 2017-2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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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 제기

이 논문에서는 박정희 시대 농촌새마을운동(이하 ‘새마을운동’)을 바라보

는 이분법적 사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가와 마을공동체가 저마다 전개해 

온 새마을운동‘들’이 여러 층위에서 다양하게 관계 맺은 복합적 결과물이 

박정희 시대 새마을운동이었음을 경험적 자료를 통해 보이고자 한다.

그간의 새마을운동 연구들은 새마을운동의 어느 한 면만을 강조하는 이

분법적 시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대부분의 연구는 새마을운동의 긍정적 결

과와 부정적 결과 중 어느 한쪽만을 바탕으로 새마을운동 전체를 평가하고 

규정해 왔다. 반면 미시적 관점에서 마을마다 새마을운동이 제각기 다른 방

식으로 전개되었고 그 결과 마을들은 새마을운동에서 저마다 다른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 주목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즉 새마을운동이 실제로 

추진된 양상과 결과가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

지에 관심을 기울인 연구는 많지 않다.

또한 기존의 새마을운동 연구 중 대다수는 새마을운동을 이끈 주체가 누

구였는지에 대해서도 국가와 농민 중 어느 한쪽을 부각하면서 다른 행위자

의 영향력은 고려하지 않거나 평가절하하고 있다. 새마을운동 시기 국가와 

농민 분리해서 바라보는 연구 경향 속에서 새마을운동 시기 국가와 농민 사

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발하게 상호작용이 이뤄졌다는 사실은 상대적으

로 간과되어 있었다. 요컨대 새마을운동은 긍정과 부정, 국가와 농민 중 어

느 한쪽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새마을운동의 

복합성을 총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새마을운동의 전개 양상 및 결과에서 나타

나는 다양성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밝히고자 시도한 연구는 찾아

보기 어렵다.

이처럼 새마을운동을 바라보는 기존의 시각이 단편적이었던 까닭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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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연구, 현지 조사, 구술사 분석 등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새마을운

동의 실체를 밝히고자 시도한 경험적 연구들이 무수히 축적되어 있음에도 

그간의 연구 실적을 ‘한데 엮음’으로써 여러 마을의 새마을운동 사례들을 

종합적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한 노력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1) 이

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논문에서는 여러 마을에서 저마다 다양하게 

전개된 새마을운동‘들’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새마을운동의 추진 양상 및 성

과가 마을마다 달랐던 까닭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새마을운동 연구를 지배해 온 이분법적 시각 중 어느 한쪽

의 견해를 취하기보다는 새마을운동 시기 마을공동체의 내적 역량, 국가 개

입의 성격, 마을공동체와 국가 간 상호작용의 양상, 마을공동체와 국가 사

이에 존재한 새마을지도자라는 행위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즉 새마

을운동의 다양성과 다중심성(polycentricity)을 재조명하고 새마을운동의 추

진 과정 및 결과에서 나타나는 다양성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에 대

해 다중심적인 답을 제시하는 것이 이 논문의 궁극적 목적이다.

제 2 절 기존 연구 검토

1. ‘장님 코끼리 만지기’

새마을운동을 다룬 이전 연구들을 살펴보면 열반경(涅槃經)에 나오는 ‘장

1)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이 1990년 그의 대표작 

『공유의 비극을 넘어(Governing the Commons)』를 쓰게 된 계기로부터 받은 영

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오스트롬(E. Ostrom 2010, 8)은 『공유의 비극을 넘어』의 

서문에서 공유 자원(common-pool resources) 사용자들이 공유 자원의 고갈 위기

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과 규칙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현지 조사 결과가 무

수히 쌓여 있지만 다양한 학문 영역에 산재해 있는 이들 사례 연구를 “한데 엮으

려는 노력(syntheses)”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오스트롬과 같은 문제의식

을 공유하는 이 논문에서는 오스트롬의 제도이론을 주된 이론적 분석틀로 삼아 새

마을운동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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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코끼리 만지기’ 우화를 연상하게 된다. 우화 속 장님들은 저마다 코끼리

의 어느 한 부분을 만져보고는 부분에 대한 인상만으로 코끼리 전체의 모습

을 짐작한다. 서로 다른 부분을 만진 장님들이 그리는 코끼리의 생김새는 

제각기 다르기 마련이다. 장님들은 코끼리가 어떻게 생긴 동물인지를 놓고 

자신의 주장이 옳다며 다투지만 결과적으로 코끼리의 진짜 모습을 파악한 

장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존의 새마을운동 연구 역시 새마을운동의 어느 한 측면만을 바탕으로 

새마을운동 전체의 성격을 단정해 왔다는 점에서 새마을운동의 본질을 이해

함에 있어 한계를 지니고 있다. 즉 오늘날 새마을운동을 둘러싼 논쟁과 오

해는 새마을운동이라는 ‘복합적’ 현실을 이해하는 시각이 ‘단편적’이었다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 절에서 지적하였듯 기존의 새마을

운동 연구들은 대부분 새마을운동의 결과가 긍정적이었는지 부정적이었는

지, 또는 새마을운동을 이끈 주체가 국가였는지 농민이었는지를 둘러싼 단

편적인 이분법에 빠져 있다. 최근에는 그간 새마을운동 연구에서 상대적으

로 외면되어 온 농민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구체적 사례들을 바탕으로 새마

을운동을 보다 복합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자 시도하는 연구들이 이뤄지고 

있으나 이들 연구 또한 새마을운동 시기 민관 관계를 이분법적ㆍ보편적ㆍ고

정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층위에 걸쳐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된 새마을운동 시기 민관 관계의 본질을 정확히 간파하지 못하는 이전 

연구들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 긍정과 부정의 이분법: ‘어떤’ 운동이었는가?

기존의 새마을운동 연구들에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평가는 연구자에 따라 

긍정과 부정으로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있다. 새마을운동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하는 연구들은 새마을운동을 한국 농촌의 낙후된 생활수준과 정신문화

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성공한 농촌근대화운동으로 높게 평가한다. 이

들 연구는 새마을운동 추진 과정에서 발휘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오늘날 제3세계 개발도상국에의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새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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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의 현대적 의의를 모색하고자 한다. 반면 비판적 관점에서 새마을운동

을 바라보는 연구들에 따르면 새마을운동은 “유신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실

천 도장2)”으로서 박정희 정권의 정치적 의도가 강하게 개입된 대중운동이

었으며 결과적으로 농촌의 공동체적 삶의 원리를 약화시키고 농민들의 경제

적 생활수준을 더욱 궁핍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빛보다 그림자가 더 짙은 

운동이었다(오유석 2003, 486-489; 소진광 2007, 94; 엄석진 2011a, 

459-461; 2011b, 98; 김영미 2012, 73).

이처럼 새마을운동을 바라보는 기존의 시각은 긍정과 부정 중 어느 한 

측면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는 점에서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새마을운동에 대한 일면적 평가들은 박정희 시대에 대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된 결과로서 현상에 대한 객관적ㆍ종합적 이해에 기반을 두고 있다기보

다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새마을운동

의 성과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은 대개 박정희 시대에 대한 

상반된 평가와 맞물려 있다(김영미 2012, 73; 하재훈 2014, 244). 이는 역

사는 전적으로 지배 세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지배결정론의 관점에서 

기인한 결과임과(김영미 2012, 73) 동시에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박정희 시

대의 유산이 여전히 시민들의 정치적 기억과 이념 속에 깊숙이 뿌리 박힌 

채 정치적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늘날 한국 유권자들의 이념성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박정희 개인

에 대한 선호와 평가, 국가주의ㆍ성장주의ㆍ반공이데올로기 등 박정희 시대

의 가치들에 대한 찬반을 중심으로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 내에서도 태도 및 가치관의 분명한 균열이 발견된다. 박정희 시대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따라 유권자들은 서로 다른 세계관을 

통해 현실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박정희 패러다임”이 현재까지도 한국

사회의 정치이념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유권자들의 가치관과 현실 인

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강원택 2017; 양웅석 외 2018). 따라서 박

정희 시대 농촌사회를 관통하는 중대한 정치적 사건이자 박정희 시대가 남

2) 1973년 11월 22일 제1차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 박정희 대통령 유시(대통령

비서실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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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가장 강렬한 인상 중 하나인 새마을운동에 대한 평가에 박정희 시대에 

대한 저마다의 기억과 인식, 그리고 그로부터 비롯된 주관적 가치관과 이념

이 반영되어 있는 것은 언뜻 보기에도 자명하다고 여겨진다.3)

현실에 대한 객관적 판단보다는 새마을운동, 나아가 박정희 시대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부터 비롯된 편향된 관점은 새마을운동을 긍정과 부정 중 어

느 한쪽에서만 바라보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이분법적 사

고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는 새마을운동의 복합적 

성격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기보다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중 한쪽만

을 부각하고 강조하게끔 만듦으로써 왜곡된 현실 인식을 낳는다. 또한 이러

한 긍정과 부정의 이분법이 그간의 새마을운동 연구를 지배해 왔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에 관한 논의의 방점은 결국 새마을운동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

냐”를 따지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었다(엄석진 2011a, 457-458; 2011b, 

98; 이현정 2014, 150; 차철욱 2016, 170). 요컨대 새마을운동의 결과를 

긍정과 부정으로 양단하는 이분법적 시각은 새마을운동에 대한 복합적 이해

를 어렵게 만들고 현실에 대한 편향적 해석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논의의 

지평을 새마을운동의 성공과 실패를 둘러싼 지루한 공방에 가둠으로써 새마

을운동의 복합성과 다양성에 대한 보다 풍부한 논의의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에서도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3. 국가와 농민의 이분법: ‘누구의’ 운동이었는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새마을운동을 다룬 이전 연구들은 새마을운동의 

복합적 특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기보다는 새마을운동의 긍정적 측면과 부

정적 측면 중 어느 한쪽만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단편적

3) 새마을운동이 오늘날까지도 한국사회에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는 정치적 사건이

라는 사실은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새마을운동은 ‘해방 후 가장 

자랑스러운 일’ 3위(1996년 공보처ㆍ코리아리서치 공동 조사), ‘정부 수립 50년 역

대 정부가 가장 잘 대처한 사건’ 1위(1998년 동아일보ㆍ리서치 앤 리서치 공동 조

사), ‘건국 60년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업적’ 1위(2008년 조선일보ㆍ한국갤럽 공동 

조사) 등으로 꼽힌 바 있다(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20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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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해에 갇혀 있다. 그런데 새마을운동을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기존 연

구들은 어느 한 지점에서는 동일한 관점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연구들을 살펴보면 새마을운동은 기본적으로 국가 주도로 추진된 

운동이라는 전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다(박진도ㆍ한

도현 1999; 김대영 2004; 오유석 2005; 황병주 2014). 즉 그간의 새마을운

동 연구는 연구자가 새마을운동으로부터 어떠한 측면을 부각하는지에 따라, 

특히 국가가 새마을운동을 통해 농촌사회에 미친 영향을 무엇으로 규정하는

지에 따라 긍정론과 부정론으로 갈릴 뿐 새마을운동에 참여한 농민을 비자

발적ㆍ수동적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는 천편일률적이다(김영미 

2012, 72).

그러나 설령 새마을운동이 박정희 정권이 주도한 관제운동이었다고 하더

라도 종국에는 농민의 손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것이었다는 점에서(김

혜진 2007, 69; 김영미 2012, 74) 새마을운동 연구에서 농민의 역할을 배

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새마을운동의 구체적 사례를 기반으로 한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농민은 국가의 의도를 관철하고 실현해 나가는 도구로서 

맹목적으로 국가의 명령에 굴종한 존재가 아니라 국가와 더불어 새마을운동

을 이끈 또 다른 주체적 행위자였다. 새마을운동을 직접 경험한 농민들의 

구술 및 수기 등을 살펴보면 새마을운동 당시 농민들은 자신의 의지와 필요

에 따라 새마을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때로는 국가의 영향력 밖에서 

그들 나름대로 자생적인 새마을운동을 펼쳐 나간 존재였다는 점이 확인된다

(김영미 2012).

그간 새마을운동 연구를 사실상 지배해 온 국가 중심적 시각에 매몰된, 

새마을운동 시기 농민의 영향력을 재조명한 대표적인 연구로 이현정(2012; 

2013; 2014)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현정(2014, 151)은 서로 인접해 있지

만 제각기 다른 공동체적 특성을 지닌 마을들에서 전개된 새마을운동의 성

과가 마을마다 각각 어떠했는지를 비교함으로써 박정희 시대라는 동일한 구

조적 환경에 놓인 마을들이 새마을운동에서 각자 다른 성과를 거둔 것은 마

을공동체 내부 사회자본의 차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마을공동체의 내적 역량에 따라 새마을운동의 성과가 크게 좌우되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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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미루어 볼 때 새마을운동은 국가가 원하는 새마을의 상(像)이 농

촌 전역에 일괄적으로 투사된 것이 아니라 마을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저마다

의 사회자본을 바탕으로 내생적으로 창조해낸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연구들은 새마을운동에서 청와대와 

내무부를 필두로 하는 정부 조직의 영향력을 지나치게 강조해 온 이전 연구

들의 관점에서 벗어나 새마을운동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즉 박정희 시대 

새마을운동은 국가가 위에서부터 기획한 새마을운동과 농민들이 아래로부터 

조직한 새마을운동의 합작물로서(김영미 2012, 74-75) “위로부터의 힘과 

아래로부터의 힘이 맞물리고 충돌하고 타협하고 비켜가는 역동적인 장”이었

다는 것이다(이용기 2014, 344).

이처럼 새마을운동 연구가 점차 진전됨에 따라 최근 들어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가 중심적 시각을 극복하고자 시도하는 연구들이 점차 등장하고 있

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이들 연구는 이전 연구들에서는 새마을운동의 성과

를 좌우하는 유의미한 변수로 고려되지 않았던, 농민들의 자율적인 상호작

용 및 의사결정의 결과로서 나타난 마을공동체 내의 다양한 행동 양식들이 

새마을운동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이

전 연구들보다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에서 농민

이라는 또 다른 주체를 새롭게 발견해 낸 최근의 주요 연구들 또한 새마을

운동 시기 민관 관계의 본질을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중대한 맹점을 지니고 있다.

새마을운동 추진 과정에서 국가의 영향력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초기 연

구들과는 반대로 새마을운동 시기 농민의 활동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최근 연구들에서는 농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마을공동체의 내적 역량이 새마

을운동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 요인으로 부각된 반면 국가의 역할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다. 이처럼 새마을운동 연구들이 박정희 시

대 농촌이라는 같은 시기, 같은 공간에 존재했던 국가와 농민을 동시에 고

려하기보다는 국가와 농민 중 어느 한쪽에 방점을 둠으로 인해(Eom 2011, 

585; 윤충로 2014, 206) 새마을운동을 이끈 실질적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둘러싸고 국가 대 농민, 또는 위로부터의 개발 대 아래로부터의 발전 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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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법이 새롭게 등장했다. 새마을운동의 주체를 국가와 농민 중 어느 한쪽

으로 한정하는 이분법은 새마을운동에 대한 전반적 평가에서 나타나는 긍정 

대 부정의 이분법과 맞물려 새마을운동에 대한 복합적ㆍ총체적 이해를 더욱 

어렵게 만듦과 동시에 국가와 농민 중 어느 한쪽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다

른 한쪽의 역할은 부정적으로 여기는 규범적 시각을 야기함으로써 새마을운

동에 대한 객관적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김영미 2012).

박정희 시대 농촌에서 실제로 이뤄진 새마을운동은 상향식 발전과 하향

식 개발 중 어느 한 범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자와 후자가 다

양한 방식으로 결합하며 혼재한 지역사회 개발 운동이었다는 점에서 새마을

운동의 주체 및 성격을 둘러싼 이분법은 분명한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이

러한 이분법을 극복하면서 국가와 농민이 여러 방식으로 상호작용한 결과로

서 나타난 새마을운동의 다양한 양상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대안적 관점이 

요구된다. 즉 새마을운동을 주도한 주체가 국가였는지 농민이었는지, 또는 

새마을운동이 위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래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엄밀히 

따지기보다는 새마을운동 추진 과정에서 국가와 농민이, 위로부터의 개발과 

아래로부터의 발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그리고 국

가와 농민 사이 관계의 다양성이 어떻게 새마을운동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새마을운동의 복합적 실체를 파악하는 

데 보다 타당한 접근 방법이리라 판단된다.

4. ‘복합적’ 현실에 대한 ‘복합적’ 이해의 필요성

기존의 새마을운동 연구들에서는 새마을운동의 긍정적 결과와 부정적 결

과, 국가 중심적 관점과 농민 중심적 관점 중 어느 한쪽에 치우친 이분법적 

시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반면 새마을운동의 추진 과정 및 결과에서 발

견되는 다양성, 그리고 새마을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국가와 농

민 간 상호작용에 주목한 연구는 흔치 않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의 복합적 

실체를 발견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마을운동에 참여한 국가와 마을공동

체의 특성, 그리고 국가와 마을공동체가 맺어 온 상호작용 양상이 일관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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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기보다는 다면적이었고, 정태적이라기보다는 동태적이었다는 사실에 초점

을 맞춰야 한다. 앞서 지적했듯 새마을운동을 국가 대 농민, 또는 위로부터

의 개발 대 아래로부터의 발전 식의 이분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마을공동체 내부에서 새마을운동이 전개되던 양상이 마을의 개

수만큼이나 다양했듯 마을공동체가 대면한 국가의 모습 또한 마을마다 제각

기 달랐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이현정(2014, 150-151)의 연구에서 핵심적인 주장은 새마

을운동 시기 농촌 마을공동체는 박정희 시대라는 동일한 구조적 환경을 공

유하고 있었지만 마을공동체 내부의 사회자본 차이 때문에 새마을운동의 성

과가 마을에 따라 제각기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즉 민(民)의 역량 차

이가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결정했다는 것이 이현정의 기본 관점이다. 그런

데 이현정의 연구에서는 마을공동체가 마주한 관(官)의 형태와 성격에 대해

서는 이렇다 할 언급을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새마을운동 시기 마을공동

체 속으로 침투한 국가의 모습, 그리고 마을공동체와 국가 사이 관계의 구

체적 양상은 마을마다 천차만별이었을 뿐만 아니라 민관 관계가 어떠한 방

향으로 전개되었는지에 따라 새마을운동의 성과는 크게 달라졌다는 점에서 

마을공동체의 새마을운동 성과를 비교함에 있어 민 측면 변수에만 방점을 

둔 나머지 관 측면 변수의 영향력이 누락된 시각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새마을운동 시기 농촌에서 민관 관계는 여러 층위에 걸쳐 매우 다양한 

양태를 띠고 있었다. 어떤 마을은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관대한 국가를 상대했다면 다른 마을은 중앙정부

로부터의 지시를 융통성 없이 관철하려 드는 완강한 국가를 상대했다. 한편 

어떤 마을에서는 마을과 국가 간 연계가 면사무소, 군청, 도청, 중앙정부에 

이르기까지 매우 촘촘하게 이뤄진 반면 다른 마을에서는 마을과 국가 사이

의 연계가 보다 느슨한 형태를 띠거나 특정 행정 단위에 국한되었다. 또한 

이처럼 다면적ㆍ중층적 속성을 띠는 새마을운동 시기 민관 관계는 민과 관 

중 어느 한쪽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요된 것이 아니라 민과 관 사이의 지속

적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해 나갔다는 점에서 고정적이라기

보다는 역동적인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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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의 연구를 비롯한 최근의 새마을운동 연구들은 이전 연구들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민 측면 변수들이 새마을운동의 성과에 미친 영향을 새롭

게 조명했다는 점에서는 분명 이전 연구들보다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

다. 하지만 이들 연구 또한 새마을운동 시기 농민과 국가를 비롯한 행위자

들의 속성, 그리고 농민과 국가가 서로 관계를 맺는 방식이 매우 다양했을 

뿐만 아니라 새마을운동에 참여한 주요 행위자들 간 관계의 성격 또한 행위

자들의 내적 속성만큼이나 새마을운동의 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

실을 포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전 연구들과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의 복합성과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관점이 요구된다.

논문의 주장을 본격적으로 개진하기에 앞서 이 논문에서 제기하고자 하

는 문제의 타당성을 보이기 위해 새마을운동을 다룬 기존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의 새마을운동 연구는 국가 중심적 

관점에서 출발하여 최근 들어 농민 중심적 관점까지 그 지평이 확대되어 왔

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새마을운동의 성격과 주체를 평가함에 있어 각각 

긍정과 부정, 국가와 농민 중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는 이분법적 시각 속에

서 새마을운동의 복합적 현실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공통적인 문

제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연구에서 새마을운동의 두 주요 행위자

로 제시되는 국가와 농민의 모습이 일면적이라기보다는 다면적이었다는 점

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으며, 새마을운동을 추진

하는 과정에서 국가와 농민이 관계 맺는 층위 및 방식의 다양성과 중요성에 

관해서도 유의미한 연구 실적이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새마을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국가와 농민 간 다양한 

상호작용은 여전히 연구자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가운데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국가와 농민 중 어느 한쪽이 전유하는 것으로 규정하기보다는 ‘거버

넌스(governance)’ 개념을 중심으로 국가와 농민을 새마을운동의 “공동 생

산자”로 간주하면서 새마을운동에서 국가와 농민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제3

의 공공 영역”을 발견하고자 시도한 몇몇 연구들은 주목할 만하다(소진광 

2007; 엄석진 2011a). 특히 긍정과 부정, 참여와 동원의 이분법이 새마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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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대한 일면적ㆍ편향적 이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새마을

운동에 대한 다면적ㆍ종합적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한 엄석진(2011a, 

461-463)의 연구는 이 논문의 문제의식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엄석진의 연구는 그간 새마을운동 연구에서 간과되어 있었던 몇 가지 중

요한 측면들, 무엇보다도 새마을운동의 다중심적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국

가와 농민 간 중층적 관계를 새롭게 부각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

다. 엄석진(2011a, 463; Eom 2011, 585)은 국가와 농촌사회 사이의 상호

작용 속에서 새마을운동을 둘러싼 규범, 신뢰, 네트워크, 공적 제도가 강화

되어 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새마을운동을 성공으로 이끈 “좋은 거버

넌스”를 낳은 요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마을공동체 안팎의 다양

한 환경적ㆍ제도적ㆍ사회적 맥락을 검토하고 있다.

엄석진이 새마을운동을 바라보는 기본적 관점은 그가 제시한 “새마을운

동 거버넌스 체제(Rural Saemaul Undong Governance System: RSU 

Governance System)”라는 개념에서 잘 드러난다. 엄석진(Eom 2011, 585)

에 따르면 새마을운동은 농촌사회, 마을 단위 리더십(village-level 

leadership), 국가가 하나의 커다란 거버넌스 체제를 이루는 가운데 세 행위

자의 동시다발적 상호작용에 의해 진행된 다중심적 운동이었다. 엄석진의 

새마을운동 거버넌스 체제는 농촌사회와 국가를 연계하는 ‘마을 단위 리더

십’을 독립적인 층위로 간주함과 동시에 마을 단위 리더십의 역할과 중요

성, 그리고 마을 단위 리더십을 매개로 이뤄지는 농촌사회와 국가 간 상호

작용을 부각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이 논문에서 보이고자 하는 새마을운동의 모습 또한 마을공동체와 국가

가 여러 층위에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다중심적인 것이며 특히 마을공동

체와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새마을지도자라는 중간 층위의 역할에 주목한다

는 점에서 엄석진의 새마을운동 거버넌스 체제와 높은 수준의 유사성을 갖

는다. 다만 이 논문에서는 다음 몇 가지 면에서 이전 연구와 차별화를 시도

하면서 동시에 새마을운동의 다중심적 구조에 대한 더욱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한다. 첫째, 이 논문에서는 새마을운동의 다중심적 구조와 마을마다 다

양하게 나타난 새마을운동의 성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주목하며, 특히 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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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적 관점에서 새마을운동을 이해할 때에만 포착되는 속성들이 새마을운동

의 성공과 실패를 설명함에 있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다. 둘째, 이 논문에서는 새마을운동의 다중심적 구조에 관한 이론적 논의

를 전개한 뒤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경험적 사례들을 제시함으로써 새마

을운동의 다중심성을 설명하는 이론과 새마을운동 시기 마을공동체의 현실

을 연계한다. 셋째, 이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들을 통해 발굴된 풍부한 새마

을운동 사례들을 한데 종합하여 새마을운동 시기 마을공동체 안팎의 주요 

특성들과 새마을운동의 성과 사이의 일반적 경향성을 도출한다.

요컨대 기존 연구들과 비교했을 때 이 논문에서는 소재 면에서는 그간 

도외시되었던 새마을운동의 다중심성에 초점을 맞추고, 이론 면에서는 새마

을운동의 다양성 속에서 발견되는 변수들과 새마을운동의 성공 여부 사이의 

관계와 관련된 이론적 근거를 보강하면서, 사례 면에서는 지금까지 단편적

으로 존재해 온 여러 마을의 새마을운동 사례를 한데 엮음으로써 조심스럽

게 이론에 대한 귀납적 일반화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이전 연구들보다 한 단

계 더 나아가고자 한다.

제 3 절 논문의 구성

이 논문은 모두 일곱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이 논문

에서 쓰인 이론적 분석틀을 제시한다. 새마을운동의 구체적 내용을 바탕으

로 새마을운동의 본질을 ‘집합행동(collective action)’으로 정의하고, 새마을

운동 시기 농민들이 어떻게 집합행동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자원으로 엘리너 오스트롬의 

제도이론을 소개한다. 『공유의 비극을 넘어』의 내용을 중심으로4) 오스트

4) 오스트롬은 공유 자원을 둘러싼 경제적 거버넌스(economic governance) 연구, 

특히 자치를 통한 공유 자원 관리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밝히는 데에 기여한 공로

로 올리버 윌리엄슨(Oliver Williamson)과 공동으로 2009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

는데, 노벨경제학상 위원회는 수상자 선정 근거로 『공유의 비극을 넘어』에서의 

연구 업적을 제시한 바 있다(Economic Sciences Prize Committee of the Ro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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롬 제도이론의 주요 논리들, 특히 공동체가 집합행동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제도가 지니는 가치는 무엇이며 제도의 다양성과 다중심성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살펴보고 오스트롬의 제도이론을 바탕으로 새마을운동을 

들여다보고자 하는 시도의 적실성 및 함의에 대해 논의한다.

제3장에서는 이 논문에서 새마을운동의 구조를 바라보는 기본적 관점을 

소개하고 새마을운동의 추진 과정 및 결과가 마을마다 달랐던 데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이 논문에서 선정한 연구 방법을 

설명한다. 이 논문에서는 새마을운동이 국가와 농민을 비롯한 여러 행위자

가 복수의 행위의 장(action arena)을 넘나들며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

하는 다중심적 체계 속에서 전개되었다고 간주한다. 이러한 기본 전제를 바

탕으로 새마을운동의 다중심적 구조를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한 개괄적인 틀

로써 ‘마을공동체, 새마을지도자, 국가’ 세 층위로 이뤄진 모델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모델을 바탕으로 새마을운동이 마을마다 서로 다른 양상으로 전

개되어 제각기 다른 성과를 거둔 까닭을 마을공동체, 새마을지도자, 국가 

세 주요 행위자의 내적 역량과 세 행위자 간 상호작용 양상으로부터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 행위자의 내적 역량과 행위자들 간 관계의 속성

을 아홉 개의 변수로 요약하고 이들 변수를 바탕으로 13개 마을공동체의 

새마을운동 사례를 비교 분석한다.

제4장부터 제6장까지는 제3장에서 제시한 다중심적 모델과 9가지 변수, 

13개 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새마을운동을 이론과 현실 양면에서 더욱 구

체적으로 살펴본다. 제4~6장은 새마을운동이 진행된 세 가지 중심적 층위

를 가장 미시적인 층위인 마을공동체부터 점차 거시적인 층위인 새마을지도

자, 국가로까지 시야를 확장해 나가는 식으로 살펴보도록 구성되어 있다. 

제4장에서는 마을공동체, 제5장에서는 새마을지도자, 제6장에서는 국가에 

대해 차례로 논의한다. 각 장에서는 제3장에서 선정한 변수들이 새마을운동

의 성공과 실패를 설명함에 있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이론적으로 논의한 

뒤, 경험적 사례 분석을 통해 새마을운동의 구체적 현실 속에서 드러나는 

새마을운동의 다양성과 다중심성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한다. 이러한 이론적

Swedish Academy of Sciences 2009; 안도경 2013, 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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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경험적 검토를 통해 제4~6장에서는 박정희 시대 한국 농촌에서 마을공동

체, 새마을지도자, 국가의 내적 속성과 행위자 간 상호작용 방식이 마을에 

따라 크게 달랐기 때문에 마을공동체 안에서 새마을운동이 전개된 양상 역

시 마을마다 매우 다양했고 세 주요 행위자들의 내적 역량 차이, 그리고 행

위자들이 다른 행위자와 관계 맺는 방식의 다양성으로부터 새마을운동의 성

공과 실패가 좌우되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제7장 결론에서는 앞의 논의를 종합하면서 마을마다 다양한 새마을운동

‘들’이 등장한 까닭을 설명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 제기한 다중심적 모델의 

함의를 평가한다. 본론에서 제시한 여러 마을의 사례를 한데 모으고 모델에

서 설정한 9개의 독립변수와 마을 단위 새마을운동의 성과라는 종속변수를 

결합함으로써 마을공동체, 새마을지도자, 국가의 내적 속성과 행위자들 사이

의 상호작용 양태를 중심으로 새마을운동의 다양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 

논문의 다중심적 모델이 새마을운동의 성공 및 실패 여부를 잘 예측하는지

를 살펴본다. 경험적 사례를 바탕으로 모델을 검증한 결과를 통해 논문 전

체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마을공동체, 새마을지도자, 국가가 여러 층위에서 

복잡다단하게 상호작용한 결과 마을마다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된 새마을운

동에서 마을공동체는 마을 안팎의 제도적 역량에 따라 제각기 다른 성과를 

거두었고, 박정희 시대 새마을운동에서 나타나는 다중심성과 다양성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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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분석틀

제 1 절 집합행동으로서의 새마을운동

1. 무엇을 새마을운동으로 볼 것인가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와 질문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우선 새마을운동을 무엇으로 정의할 것인지를 명료히 

할 필요가 있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농촌 일대에서 ‘새마을 가꾸기 운동’

으로 시작되었으나 이후 전 지역, 전 사회 영역을 아우르는 사회개혁운동으

로 뻗어 나갔다. 이처럼 새마을운동은 긴 시간 동안 다양한 형태로 펼쳐졌

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이 무엇인지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다. 여러 

새마을운동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또한 가장 높은 성과를 거

두었다고 평가되는 농촌새마을운동에만 분석의 범위를 한정하더라도 1970

년대에는 새마을운동과는 무관하게 기획된 정책이 추진 도중에 새마을운동

과 통합되거나 이전에 시행되었지만 성과가 미진했던 정책이 새마을운동에 

편입되어 다시 시행되는 등 거의 모든 농업정책이 새마을운동의 이름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1970년대 한국 농촌에서 일어난 모든 변화를 새마을운

동이라고 통칭해도 무방할 정도로 새마을운동이라는 개념은 포괄적이면서 

모호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아쿠아 1981, 403; 박진도ㆍ한도현 1999; 유

병용 2001, 70-71; 오유석 2003, 481-482; 소진광 2007, 99; 황병주 

2014, 50;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2015).

이 논문에서 새마을운동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의 문제는 단순히 개념

의 엄밀함을 추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새마을운동의 범주를 어떻

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분석 대상의 속성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컨

대 마을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공공복리’를 추구하는 것이지만 개별 농가의 

지붕을 현대화하는 사업은 ‘개개인의 복리’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서 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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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성격은 완전히 다르다. 공공복리를 생산하는 사업에만 초점을 맞춘다

고 하더라도 이익을 생산하는 절차와 생산된 이익의 성격이 어떠한지에 따

라 새마을운동은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것일 수

도 있고 공동체 안에서 어떤 구성원의 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강제로 재분배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골드스미스 1981, 430-431).

새마을운동을 무엇으로 규정하는지에 따라 새마을운동 시기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이 직면한 문제와 갈등의 성격,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은 크

게 달라진다. 새마을운동이 마을공동체 전체에 복리가 균등하게 배분되는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마을 구성원들의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가 새마을운동 추진 과정에서 핵심적인 문제가 될 것이고, 반면 새마

을운동이 마을공동체 내에서 부의 재분배를 초래하는 것이라면 희소성을 띠

는 이익을 둘러싸고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의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이처럼 새마을운동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이 논문에서 다뤄야 할 문제의 본질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새마을운동에 대

한 논의다운 논의는 새마을운동이라는 분석 대상이 명확하게 정의된 연후에

야 비로소 가능하다.

‘이름이 곧 운명(nomen est omen)’이라는 로마인들의 오래된 격언에서 

알 수 있듯 대상에 고유한 정체성을 부여하는 이름은 대상을 가장 명료하게 

드러내는 상징이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운동

을 통해 만들고자 했던 ‘새마을’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출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논문에서는 새마을운동이라는 이름이 내재한 함의

를 바탕으로 새마을운동의 정의를 도출한 뒤, 여러 경험적 자료를 통해 이 

논문에서 정의한 새마을운동 개념의 적실성을 보이고자 한다.

새마을운동을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새마을’을 건설하자는 ‘마을’운동이

다. 즉 새마을운동은 기본적으로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전개된 대중운동이

었으며, 마을공동체가 건설하고자 했던 새마을의 구체적인 모습은 ‘잘살아보

세’라는 새마을운동의 상징적 표어에서 드러나듯 생활수준의 향상과 직결되

어 있었다.

새마을운동의 지상 목표는 소득증대였다. 국가는 새마을운동을 통해 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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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고소득 복지농촌(내무부 1979, 45; 황병주 2014, 49에서 재인용)”

을 건설하고자 했으며, 농민들에게도 새마을운동은 생산 활동으로부터의 소

득을 증대시킴으로써 “잘살기” 위한 운동이었다(백동주 1975, 103-104; 황

병주 2014, 48에서 재인용). 새마을운동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소득증대

라는 목표는 도시에 비해 낙후된 농촌의 소득을 끌어올림으로써 농촌을 안

정적 지지 기반으로 포섭하고자 했던 박정희 정권의 욕망과 오래된 가난에

서 벗어나고자 했던 농민의 욕망이 일치한 지점이었다(박진도ㆍ한도현 

1999, 44-46; 김대영 2004; 엄석진 2011a, 467; 김영미 2012, 74). 소득

증대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농민들이 새마을운동에 참여할 동기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증대 없는 새마을운동은 “아무리 잘해도 아무 의미가 없

는” 것이었다(박진도ㆍ한도현 1999, 51; 김보현 2014, 313;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2015, 60).

그런데 주목할 점은 새마을운동에서 소득증대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구

체적 방식은 마을공동체 단위의 ‘협동’생산이었다는 것이다. 박정희 정권은 

새마을운동의 핵심적 가치로서 근면, 자조와 더불어 협동을 강조했다. 1972

년 4월 22일 새마을운동 선포식에서 박정희는 새마을운동에서 “1+1은 2+

α”인데, 마을 구성원들이 얼마나 잘 협동하느냐에 따라 α는 “마이너스에

서 무한대까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마을공동체 안에서 협동이 얼마

나 잘 이뤄지는지에 따라 새마을운동의 결과가 좌우된다는 것이 박정희의 

주장이었다(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2015, 57-58). 새마을지도

자연수원 분임토의에서 드러난 새마을지도자들의 관심사 또한 어떻게 하면 

마을에서 농작물을 “협동생산”하고 이를 “공동판매”함으로써 소득을 끌어올

릴 수 있을지에 관한 것이었다(백동주 1975, 103-104; 황병주 2014, 48에

서 재인용). 이처럼 새마을운동은 구상 단계에서부터 마을공동체의 협동 여

하에 성공 여부가 달린 운동이었고, 실제로 새마을운동이 추진되는 과정에

서 계획, 지원, 집행, 평가 등 모든 활동은 마을 단위로 이뤄졌다. 요컨대 

새마을운동은 마을을 기본 단위로 추진된 운동이었고, 새마을운동의 ‘제일의

(第一義)’였던 소득증대라는 목표는 마을이라는 집단 차원의 노력을 통해서

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이었다(오유석 2005, 201-202; 김영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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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340; 고건 2010; 김보현 2014, 291; 황병주 2014, 62).

소득증대와 함께 새마을운동에서 추구했던 또 다른 중요한 목표는 농촌

의 생활환경 개선이었다.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소득증대와 더불어 새마을운

동에서 가장 많은 재원이 투입된 분야이면서 동시에 가장 큰 성과를 거둔 

부문이었다. 새마을운동의 명목 아래 지출된 투자액의 구체적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다른 부문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많은 재원이 소득증대와 생

활환경 개선 두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골드스미스 

1981, 428; 이영훈 2016, 481).

한편 마을 차원의 환경개선은 새마을운동에서 가장 큰 성과를 거둔 분야

이기도 했다. 새마을운동의 이름으로 추진된 여러 사업 중에서 1971년에 설

정한 10년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사업은 주로 도로 확장, 마을회관 건립, 

다리 건설 등 마을 공동의 복리를 추구하는 생활환경 개선사업이었다(소진

광 2007, 101-102). 생활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사업으로부터의 혜택이 마

을 구성원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갔기 때문에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았다. 따

라서 소득증대 사업의 경우 마을마다 성과가 크게 엇갈렸지만 생활환경 개

선사업에서는 대다수 마을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박진도ㆍ한도현 

1999, 53-54; 이용기 2014, 331-332; 황병주 2014, 52-53).

이처럼 새마을운동은 마을공동체 안에서 구성원 공동의 노력을 통해 소

득증대와 환경개선이라는 양대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농촌 주민들의 생활수

준을 개선하고자 하는 시도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새마을운동

은 기본적으로 마을이라는 집합적 단위를 중심으로 추진된 생활수준 증진 

운동이었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은 마을공동체를 기본 단위로 구성원들의 생

활수준 향상을 추구한 ‘집합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

으로 이 논문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

는 협력과 갈등의 양상, 새마을운동이라는 집합행동의 문제에 직면한 마을

공동체가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새마을운동 시기 마을공동체가 국가를 

비롯한 외부 행위자들과 관계를 맺은 방식, 그리고 마을공동체마다 제각기 

달랐던 새마을운동의 결과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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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마을운동 속 집합행동의 딜레마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새마을운동을 ‘집합행동’으로 정의할 때, 새마을운

동 시기 마을공동체에 초점을 맞춘 기존 연구들에서는 그간 간과되어 있었

지만 마을공동체 안에서 새마을운동이 추진된 경과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한 가지 있다. 어떻게 마을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들이 새마을운동이라는 집합행동을 추진하기 위해 힘을 한데 

모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바로 그것이다. 마을공동체 차원의 새마을

운동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이전 연구들은 대부분 마을 안에서 새마을운동

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기술하는 데 치중해 있다. 설령 마을공동체 안에

서 새마을운동이 성공 또는 실패한 원인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연구

들은 대개 새마을운동에서 비슷한 성과를 거둔 마을에서 발견되는 공통점들

을 나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즉 어떻게 마을공동체 안에서 주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새마을운동이 추진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이론적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5)

개인을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행동하는 존재, 즉 합리

적 행위자로 상정하고 집합행동의 문제를 설명하는 고전적인 이론들에 따르

면 새마을운동의 성공은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만약 농민들이 합리적

으로 행동했더라면 굳이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면서까지 새마을운동

에 나서려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5) 단, 기존의 새마을운동 연구에서는 농민들의 참여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연구 

대상으로 진지하게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은 김혜진(2007, 6-7)에 의해 한 차례 지

적된 바 있다. 이 논문에서 논의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김혜진 또한 새마을운동을 

집합적 행동으로 간주할 때 농민이 개인적 이해타산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합리적 

개인이라면 자신은 공동재 생산을 위한 집합적 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가운데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 생산된 재화로부터 이익을 취하려 드는 무임승차(free-ride)의 동

기에 빠지게 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김혜진은 농민들이 왜 새마을운동에 참여

했는지 또는 참여하지 않았는지가 문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농민들의 새마

을운동 참여 동기를 1970년대 농촌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관련지어 이해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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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개인은 집단의 이익이 자신에게도 이익으로 돌아오더라도 집단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자신은 집단 차원의 이익을 생산하

는 데 수반되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노력으로 생산

된 이익을 향유하는 ‘무임승차’를 선택하는 것이 개인으로서는 가장 합리적

인 선택이기 때문이다. 어떠한 합리적 개인도 무임승차 동기로부터 예외일 

수 없고 결국 집단 구성원 중 누구도 집단적 이익 생산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므로 집단적 이익은 만들어질 수 없다. 개인의 합리적 

행위로 인해 결과적으로 구성원 모두가 집단적 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비합

리적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집합적 차

원에서는 비합리적 결과를 유발하는 상황에 대해 하딘(Garrett Hardin), 올

슨(Mancur Olson), 오스트롬은 각각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 ‘집단행동의 논리(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s)’, ‘사회적 딜

레마(social dilemma)’라는 개념을 들어 설명한 바 있다(Hardin 1968; E. 

Ostrom 2010, 23-30; Olson 2013).

경합성

(Jointness of Use or Consumption)

있음

(Alternative Use)

없음

(Joint Use)

배제성

(Exclusion)

배제 가능

(Feasible)

사적재

(Private Goods)

요금재

(Toll Goods)

배제 불가능

(Infeasible)

공유 자원

(CPR)

공공재

(Public Goods)

출처: V. Ostrom & E. Ostrom(1999), 78.

[표 2-1] 재화의 유형

공유지의 비극, 집단행동의 문제, 사회적 딜레마가 발생하는 원인은 집합

행동의 대상이 되는 재화의 성격에서 찾을 수 있다. 재화는 배제성

(exclusion)과 경합성(jointness of use or consumption)이라는 두 가지 속

성에 따라 [표 2-1]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배제성은 재

화 공급자가 제시하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잠재적 사용자가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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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소비하지 못하도록 저지할 수 있는 속성이며, 경합성은 한 사용자의 소

비가 다른 사용자의 소비를 감쇄시킬 수 있는(subtractable) 속성을 의미한

다(V. Ostrom & E. Ostrom 1999, 76-78).

배제성과 경합성 중에서 사회적 딜레마 상황을 초래하는 속성은 배제성

이다. 만약 재화가 배제성을 띠지 않는다면 재화 생산에 기여하거나 재화의 

소비를 위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누구나 재화를 자유롭게 소비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잠재적 사용자들은 재화 생산에 드는 비용을 분담하

지 않고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 생산된 재화를 소비하고자 하는 무임승차 동

기에 사로잡히게 되고, 재화를 공급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개인적

으로는 손해가 된다고 여기게 된다. 따라서 배제성이 없는 재화의 범주에 

속하는 공공재(public goods)와 공유 자원의 경우 자신은 재화 생산에 기여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용자가 조달한 비용으로 생산된 재화를 함께 소비하

려 드는 무임승차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과소 생산의 문제가 대두된

다.

그런데 새마을운동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생활수준 증대라는 집합적 

목표 또한 배제성을 띠지 않는다는 점에서 새마을운동 또한 무임승차의 가

능성이 야기하는 사회적 딜레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새마을운동이라는 이름 아래 추진된 마을 공동 사업은 [표 2-1]

의 분류 기준에 따르면 배제성이 없는 재화로 볼 수 있다. 이를 보이기 위

해 새마을운동 사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을 재구성한 예를 한 가

지 들어 보도록 하겠다.

새마을운동 시기 어떤 농촌 마을에서 마을 회의를 통해 마을 앞에 신작

로를 건설하는 ‘마을 길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해 보

자. 마을 주민 A, B가 ‘마을 길 가꾸기 사업’에 참여할 경우 A, B 모두 건

설된 신작로로부터 효용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A든 B든 자신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사업에 참여한다면 다른 사람에 의해 건설

된 신작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에 지출하지 않고 

절약한 비용만큼의 효용을 더 얻을 수 있다. 반대로 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사업에 지출한 비용만큼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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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을 입게 된다. 즉 ‘마을 길 가꾸기 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신작로라는 

재화가 배제성을 갖지 않기 때문에 개인으로서는 마을 공동 사업에는 참여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 의해 건설된 신작로로부터의 효용을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되는 것이다. 그 결과 A, B 모두 ‘마을 길 가꾸기 사

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합리적 행위자라면 누구나 A, 

B와 같은 판단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마을 주민 중 누구도 ‘마을 길 가꾸기 

사업’에 나서지 않고 신작로는 건설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회적 딜레마 상황은 간단한 게임이론의 틀을 통해 더욱 분명하

게 이해할 수 있다. 게임이론은 행위자(player), 전략(strategy), 보수(payoff)

라는 세 가지 개념만으로 상황의 본질을 극도로 단순화하여 보여줌으로써 

문제의 핵심을 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표 2-2]는 위의 ‘마

을 길 가꾸기 사업’의 예를 게임이론의 형식에 대입한 것이다.

마을 주민 B

참여 무임승차

마을 주민 A
참여 ( ,  ) ( , )

무임승차 ( ,  ) ( , )

[표 2-2] 새마을운동을 둘러싼 사회적 딜레마

신작로로부터 마을 구성원 개인에게 돌아가는 효용의 크기를 , 신작로 

건설을 위해 마을 구성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크기를 라고 각각 

가정하자(단,   ,    ,   .). 마을 주민 A, B가 신작로 건설에 모두 

참여함으로써 신작로가 건설될 경우 A, B가 누릴 수 있는 효용( )은 신

작로가 건설되지 않았을 때의 효용()보다 크다. 하지만 신작로가 건설된다

는 전제 하에서는 A, B 모두 무임승차를 선택할 때의 효용()이 신작로 건

설에 참여할 때의 효용( )보다 크다. 따라서 A, B가 효용 극대화를 추구

하는 합리적 행위자라면 A, B는 모두 무임승차 전략을 선택하게 되고 결과

적으로 신작로는 건설되지 않는다. 즉 게임이론에 따르면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에만 의존해서는 집합행동을 통한 재화 생산이 불가능하고 각 개인 또

한 파레토 최적(Pareto-optimal)6)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다.

위에서 제시한 예와 게임이론의 설명을 통해 마을공동체가 새마을운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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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집합행동을 통해 생산하고자 하는 재화는 배제성을 갖지 않으며 이로 

인해 마을공동체 안에서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원들의 협력을 이

끌어내기 위한 의사결정과정은 사회적 딜레마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

을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새마을운동 추진 과정에서 마을공동

체가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개인적 이해관계를 좇아 마을 공동 작업으로

부터 이탈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이기심을 억제하고 조정하는 것이었다(황병

주 2014, 63-64).

한편 사회적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시장과 같은 공동체 바

깥의 권위체가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그간의 지배적 해결

책이었다(E. Ostrom 2010). 그러나 새마을운동 기록물과 이전 연구들에 따

르면 새마을운동은 국가의 개입이나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가 아니라 마을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논의, 조정, 협력을 통해 이뤄진 것이었다. 새마을운동 

시기 마을공동체가 남긴 방대한 기록들을 살펴보면 당시 농민들은 무임승차

의 동기를 극복하고 새마을운동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스스로 부

담하면서 마을 공동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왕왕 

발견할 수 있다. 이로부터 미루어 보건대 새마을운동 시기 마을공동체의 구

성원들은 외부 권위체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새

마을운동이라는 집합행동을 둘러싼 사회적 딜레마를 넘어섰고, 마을공동체

가 사회적 딜레마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극복했는지 여하에 따라 마을 단위 

새마을운동의 성과가 제각기 달라졌을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따라서 마

을공동체가 어떻게 사회적 딜레마를 넘어서서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는 데 필

요한 자원과 협력을 마을 구성원들로부터 끌어낼 수 있었는지는 마을공동체 

차원의 새마을운동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핵심적인 질문이

라고 할 수 있다.

6) 행위자들 간 효용의 재분배를 통해 다른 행위자의 효용을 감소시킴으로써 특정 

행위자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선택지를 고려하지 않는 한 모든 행위자의 효용이 극

대화되어 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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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엘리너 오스트롬의 제도이론

1. 연구 질문과 분석틀

이 논문에서는 마을공동체와 국가를 아우르는 다중심적 구조 속에서 전

개된 새마을운동을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이 새

마을운동이라는 집합행동을 통해 마을 공동의 재화를 생산하고자 할 때 직

면하게 되는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일차적으로 초점을 맞

추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새마을운동 시기 마을공동체 내에서 마을 공동 사

업을 둘러싼 자치적 의사결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마을공동체 

안의 합의 및 이행 약속은 어떠한 규범과 제도를 통해 효과적으로 유지되었

는지 들여다보고자 한다. 또한 마을공동체의 고유한 환경, 역사, 여건 등이 

새마을운동의 전개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본 뒤 

결국 새마을운동의 성공과 실패를 가른 마을공동체 내부 요인이 무엇이었는

지 분석할 것이다. 이와 같이 마을공동체가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

서 나타난 마을 주민들 사이의 집합행동 양상과 그 결과를 살펴본 연후에 

마을공동체와 국가 사이의 복잡다기한 연계가 새마을운동의 성과에 미친 영

향, 국가를 비롯한 마을공동체 바깥의 행위자들이 마을공동체 안의 집합행

동을 촉진 또는 저해하는 과정 등으로 논의를 점차 확장해 나감으로써 새마

을운동의 다중심적 구조 전체를 조망할 것이다.

새마을운동이라는 집합행동 상황에 놓인 농민들이 마을공동체 안에서 새

마을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자치적 규칙 체계(rule system)를 만들고 이를 관

리해 나가는 과정, 새마을운동 시기 마을공동체를 둘러싼 여러 행위자의 다

중심적 상호작용, 그리고 그 결과로서 나타난 새마을운동의 다양성을 분석

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써 이 논문에서는 엘리너 오스트롬의 제도이론을 새

마을운동 연구에 새롭게 도입해보고자 한다. 오스트롬(E. Ostrom 2010, 

64)은 『공유의 비극을 넘어』를 비롯한 수많은 저작에서 집합행동을 조직

하고자 할 때 누구든 필연적으로 부딪치게 되는 공통적인 문제점들을 제시

하고 자치 공동체를 비롯한 복수의 이해 당사자들이 다양한 ‘제도’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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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주목했다. 오스트롬의 연구 대상이었던 자치 공

동체들과 새마을운동 시기 한국 농촌의 마을공동체는 집합행동을 둘러싼 사

회적 딜레마라는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었고, 외부 권위체의 개입에 전적으

로 의존하기보다는 자치적 제도를 통해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집

합행동을 조직하고자 시도했다는 점으로부터 유사한 문제와 해결책을 공유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오스트롬의 자치 공동체와 새마을운동 시기 마을공동체 

사이의 상황적 유사성, 그리고 무수한 경험적 사례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검증된 오스트롬 이론의 적실성과 일반성으로부터 착안하여 오스트롬의 분

석틀을 바탕으로 새마을운동 시기 마을공동체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다양성, 

그리고 그로부터 비롯된 새마을운동의 성공과 실패를 설명하고자 한다. 따

라서 구체적인 분석에 앞서 이전의 이론들과 비교했을 때 오스트롬이 사회

적 딜레마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떠한지, 오스트롬이 사회적 딜레마의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제도란 무엇인지, 오스트롬이 제도를 분석하는 방법은 

어떠한지, 오스트롬은 제도의 어떠한 측면에 특히 주목하는지 등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2. 집합행동의 문제에 대한 제도적 해결책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기존 이론들에서 집합행동을 바라보는 지배적 관

점은 집단 속 개인들은 사회적 딜레마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사

회적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집단 밖 권위체의 개입이 요구된다는 것

이었다. 그러나 오스트롬은 집합행동 상황에 직면한 개인들의 행태에 대해 

고전적 가정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접근을 시도하며, 따라서 오스트롬

에 의해 도출된 사회적 딜레마의 해결책은 이전 이론들에서 제시된 바와는 

전혀 다르다. 오스트롬에 따르면 공동체 바깥의 권위체에 의한 사회적 딜레

마의 해결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기존 논의들은 현실과 맞지 않는 가정에 근

거하고 있을뿐더러 사회적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 외재적 권위체에 의존하

는 것이 항상 효율적인 해결책이 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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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경제학의 합리성 개념과 게임이론의 틀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전의 

집합행동이론들에 따르면 합리적 개인이라면 누구나 효용 극대화라는 동일

한 목표를 추구하기 때문에 집단 내에서 필연적으로 상충할 수밖에 없는 개

인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기존 이론들은 집합행동

의 문제에 직면한 개인이 다른 개인들과 이익을 조정하거나 협력을 도모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면서 개인을 자신의 효용을 유일한 목표로 삼고 

이를 극대화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존재로 상정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에 따르면 개인들은 집단 전체에 이익이 되는 일이더라도 그

것이 자신에게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끼친다면 협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개인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서는 집단 차원의 이익을 달성하는 것

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집합행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단 외부의 

권위체에 의존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

게 된다. 이처럼 자신의 이익만을 향해 질주하는 합리적 개인들이 집합행동 

상황에서 서로 충돌하는 이익의 조정에 실패함으로써 결국 집합행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집단 구성원 모두가 누리지 못하게 됨에 따라 결국 

효용 극대화라는 본연의 이기적 동기마저 달성하지 못하는 역설적 상황은 

흔히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로 묘사된다.

오스트롬의 핵심적 주장은 현실 속 사회적 딜레마는 죄수의 딜레마가 아

니라는 것이다. 오스트롬은 기존 이론들은 분석적 편의를 위해 현실을 단순

화ㆍ추상화한 모형에서 도입한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을 뿐 경험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죄수의 딜레마는 기본적으로 비협동 

게임(non-cooperative game)이다. 비협동 게임에서 행위자들 간 의사소통

의 가능성은 배제되어 있고 행위자들이 이러한 제약 요건을 변화시키는 것

은 불가능하다(E. Ostrom 2010, 26). 그러나 오스트롬(E. Ostrom 2010, 

30)에 따르면 경험적 세계에서 행위자들은 죄수의 딜레마 속 행위자들과는 

달리 자신을 둘러싼 제약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이다. 즉 오스트롬은 

사회적 딜레마 상황에 놓인 행위자들의 행태를 전통적 관점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스트롬에 따르면 공동체 구성원들이 

집합행동의 문제를 외재적 권위체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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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오스트롬은 공동체가 직면한 사회적 딜레마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외부 권위체가 개입하는 것이 반드시 효율적인 결과를 낳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오스트롬은 『공유의 비극을 넘어』에서 그간 집합행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어 온 국가와 시장이라는 두 외재적 권위체

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지적한다. 먼저 국가에 의한 중앙집권적 해결책이 효

율적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들이 사전에 충족되어야 한다. 예컨대 중앙

정부는 집합행동 상황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 구

성원들의 행위를 감시하면서 정해진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자를 적발하고 처

벌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정부 활동을 집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0에 가

까워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러한 조건들이 모두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하는 것이 언제나 효율적인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집합행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개입은 어떠한 경우에는 효율적이지만 만약 불

완전 정보, 높은 수준의 집행 비용 등 특정 조건과 결부된다면 다른 대안보

다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 국가 권력은 남용과 부패의 위험으로부터 항

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또한 국가의 힘을 빌려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하

고자 하는 시도가 지니는 치명적인 맹점이다(E. Ostrom 2010, 36; 안도경 

2011, 47).

한편 시장 또한 모든 집합행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되지 못

한다. 만약 집합행동의 대상이 되는 재화가 수자원이나 어족 자원처럼 고정

적이지 않은(non-stationary) 것이라면 명확한 경계를 기준으로 사적 재산

권을 설정할 수 없으므로 시장 메커니즘에 따른 자원 배분이 불가능하기 때

문이다(E. Ostrom 2010, 41). 이처럼 오스트롬은 외재적 권위체를 통한 사

회적 딜레마의 해결은 언제든 선택 가능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반드시 

효율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오스트롬(E. 

Ostrom 2010, 42)의 주장은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

은 공동체 바깥의 권위체에 의해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문제와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에 따라 매우 다양한 제도적 해결책이 존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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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공동체 밖 권위체의 개입이 사회적 딜레마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해

결책인 것처럼 여기는 기존 집합행동이론들의 문제점을 비판한 뒤 오스트롬

은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개인들의 자율적인 상호작용으로 시선을 돌린

다. 오스트롬은 개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집단 내 모든 구성원이 더 나은 효

용을 누릴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 딜레마 상황을 해

결하기 위해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자치적 규칙 체계가 만들어지는 과정, 

즉 제도의 내생적 진화 과정에 주목한다.7)

그렇다면 오스트롬이 집합행동의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제도란 무엇인가? 

오스트롬은 “실제 사용되는 규칙(rules-in-use)”으로서의 제도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오스트롬이 제도를 바라보는 기본적 관점은 실재론에 가깝다(E. 

Ostrom 1992, 19; 2005; 안도경 2013, 100-101). 오스트롬에 따르면 제

도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된 개념, 지식, 또는 인식으로서 특정 행위 또는 

결과를 “요구, 금지, 허용(require, prohibit, permit)”하는 언명들로 구성된 

규칙 체계이다(E. Ostrom 1992, 20; 2005, 18; 2010, 106; 안도경 2013, 

101). 제도는 집단 속 개인들이 특정 행동 양식을 선택하도록 유인

(incentive) 또는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개인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집합행동의 결과를 좌우한다(E. Ostrom 1992, 24; 안도경 2012, 109; 

2013, 101). 행위자가 제도를 만들고 제도가 행위자를 변화시키는 과정이 

반복되는 가운데 행위자와 제도는 서로 끊임없이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진화

한다.

오스트롬(E. Ostrom 2010, 76-84)에 따르면 개인의 합리적 선택은 객관

적 비용과 편익뿐만 아니라 내면적 규범(internal norm)과 할인율(discount 

rate)까지를 총체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개인의 내면적 규범과 할인율, 그

리고 그에 따라 결정되는 개인의 선택과 행동은 개인이 처한 문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제도는 개인들이 독자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서로 조율된 

7) 공동체 속 개인들이 사회적 딜레마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진화해 가는 제

도에 대한 오스트롬의 지대한 관심은 『공유의 비극을 넘어』의 부제가 ‘집합행동

을 위한 제도의 진화(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인 데에

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 29 -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개인들을 “조직화(organization)”하는 “사회적인 상

호작용의 틀”로써 기능한다. 사람들 사이에서 모든 사람이 정해진 규칙 체

계를 좇아 행동할 것이라는 공유된 믿음이 존재하는, 다시 말해 제도가 성

공적으로 작동하는 곳에서는 개인들의 행동에 “순차적(sequential), 조건부적

(contingent), 빈도 의존적(frequency-dependent)” 질서가 부여되고 개인들

은 반복되는 상호작용 속에서 당장 눈앞의 이익을 취하는 것보다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 조건부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효용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E. Ostrom 2010, 86; 안도경 2012, 109-110). 

즉 제도는 행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를 결정하고 조직화된 행동

에 장기적인 합리성을 부여함으로써 개인들이 집합행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협력하도록 만든다. 오스트롬에 따르면 집합행동 상황 속

의 개인들은 제도라는 내생적 해결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재적 권위체에 

의존하지 않고도 사회적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다. 즉 공동체 내에 성공적

인 제도가 존재한다면 공동체 속 개인들은 외재적 권위체의 개입 없이도 무

임승차의 욕구를 극복하고 생산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E. Ostrom 

2010, 43).

3. 제도를 공들여 만들기

한편 오스트롬에 따르면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제도는 특정한 형태를 띠

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다. 오스트롬(E. Ostrom 2010, 56)의 주장에서 핵

심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최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단일한 제도적 해결

책은 존재하지 않으며 문제를 둘러싼 환경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귤화위지(橘化爲枳)의 고사에서처럼 제도는 제도를 둘러싼 환경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스트롬의 제도이

론에서는 제도의 다양성이 강조된다. 오스트롬은 자치적 제도를 통해 공유 

자원을 관리해 온 공동체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오랫동안 견고하게 유지되어 

온 제도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들을 [표 2-3]의 여덟 가지 제도 디자

인 원리(design principles)로 정리하고 있다(E. Ostrom 1992, Ch.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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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70-193; 안도경 2011, 47). 하지만 지속 가능한 성공적 제도로 분

류된 제도들의 구체적 양상을 살펴보면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는 제도라고 

할지라도 공동체의 물리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환경에 따라 제도의 세

부 내용은 매우 다양하며 심지어 한 조직 내에서도 구역에 따라 각기 다른 

제도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E. Ostrom 1992, 67).8)

연번 제도 디자인 원리

1 명확하게 정의된 경계(clearly defined boundaries)

2

사용 및 제공 규칙의 현지 조건과의 부합성

(Congruence between appropriation and provision 

rules and local conditions)

3 집합적 선택 장치(collective choice arrangements)

4 감시 활동(monitoring)

5 점증적 제재 조치(graduated sanctions)

6 갈등 해결 장치(conflict-resolution mechanisms)

7
최소한의 자치 조직권 보장

(minimal recognition of rights to organize)

8
공유 자원 체계가 대규모 체계의 부분으로 있는 경우

중층의 정합적 사업 단위(nested enterprises)

출처: E. Ostrom(2010), 175.

[표 2-3] 제도 디자인 원리

또한 제도는 한번 만들어진 이후에 고정된 채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 외적 환경의 변동과 제도 속 행위자들 간 상호작용의 결과에 따라 끊

8) 요컨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제도들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도출된 오스

트롬의 주장은 공동체 안팎의 여러 조건을 반영하여 저마다의 환경과 상황에 최적

화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현실 속 제도들

의 세부사항은 각양각색이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원리’라는 용어의 어감으로 인해 

제도 디자인 원리를 마치 성공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한 일종의 공식처럼 여기는 

오해가 발생하자 오스트롬은 제도 디자인 원리 대신 “최선의 실행 양식들(best 

practices)”이라는 표현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와 함께 디자인 원리를 통해 

강조하고자 한 제도의 본질이 곡해되고 있는 데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다

(안도경 2013, 95).



- 31 -

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도를 만든 이후에도 현실의 변화를 반영

하여 기존의 제도를 수정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오스트롬(E. 

Ostrom 1992, 41)에 따르면 “제도를 올바르게 하는 것(getting the 

institutions right)”의 본질은 “단번에 이뤄지는 결정(one-shot decision)”이 

아니라 “진행형(ongoing)”이다. 제도를 둘러싼 환경의 불확실성과 변화 가

능성 때문에 제도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 안팎에 대한 정교한 고려

가 필요하고 제도가 일단 만들어진 이후에도 끊임없는 평가와 수정을 거쳐

야 한다는 점에서 오스트롬은 제도를 올바르게 하는 과정을 장인의 작업

(crafting)에 비유하고 있다. 장인이 걸작을 만들어 내기 위해 기나긴 인고의 

세월을 거쳐야 하듯 제도를 올바르게 하는 것은 많은 시간, 노력, 규칙, 그

리고 정보가 필요한 어려운 작업이다. 특히 제도를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무수한 갈등들을 극복해야만 올바른 제도를 만들 수 있

다(E. Ostrom 2010, 42-43).

이처럼 현실 속 제도의 변화 가능성과 역동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오스

트롬(E. Ostrom 2010, 69)의 제도이론은 신제도주의(the new 

institutionalism)로 분류된다. 즉 오스트롬은 기본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제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오스트롬(E. Ostrom 2010, 123)의 관심사는 제도

의 속성과 효력이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견고하게 지속되

어 온 제도들은 어떠한 공통적 특징들을 지니는지로 향하게 된 것이다.

4. 제도의 다양성과 다중심성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오스트롬은 제도의 다양성을 강조한다. 제도의 구

체적 내용과 성격은 공동체를 둘러싼 제반 조건,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들의 

의사소통 역량, 신뢰, 의식 수준, 권력 관계 등에 따라 제도마다 매우 다양

하다. 또한 제도는 공동체 외부로부터 부여된 자율성의 범위나 중앙정부의 

정책으로부터도 영향을 받는다(E. Ostrom 2010, 53-54). 물론 공동체 안팎

의 상황 및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도는 계속해서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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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롬이 강조하는 바는 현실에서 작동하는 제도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매

우 다양한 양태를 띠며 무궁무진하게 변화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오스트롬이 말하는 제도의 다양성은 단순히 현실 속 제도들이 서

로 다른 양태를 띠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오

스트롬이 제시하는 제도 개념에 따르면 제도란 한 가지 규칙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규칙이 서로 결합한 ‘체계’ 또는 ‘총체’로서의 제도

이다. 즉 특정 규칙들이 제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된 결과물이 제도이

다. 오스트롬(E. Ostrom 2010, 43-44)은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제도는 공적 

제도와 사적 제도 중 어느 한 가지 제도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공적 

제도와 사적 제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가운데 상호작용하는 양상을 띤다

고 설명한다. 시장은 국가의 보호 아래서만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알 수 있듯 현실 속 공적 제도와 사적 제도는 서로 떨어

져 존재하기보다는 상호의존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스트롬에

게 중요한 것은 다른 제도들보다 절대적 또는 상대적 우월성을 지니는 특정 

제도가 무엇인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제도들이 어떻게 조합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제도는 한 가지 제도로만 이뤄져 있는 것이라기

보다는 여러 하위 제도가 서로 결합하여 작동하는 총체이며 문제의 성격, 

그리고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 따라 제도의 조합이 매우 다양하게 이

뤄지기 때문이다. 즉 다양한 규칙들이 한데 결합하여 제도라는 체계를 이루

는 과정에서 규칙들 사이에 다양하게 조합이 이뤄질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

문에 제도는 다양성을 띠게 되는 것이다.

또한 오스트롬은 제도는 한 층위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층위

에 걸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오스트롬(E. Ostrom 2010, 192)에 따르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제도는 일반적으로 복수의 층위로 조직되어 있으며, 

각각의 층위마다 적용되는 규칙들로 구성된 일련의 규칙 체계로서 작동한

다. 즉 오스트롬은 제도의 핵심적 속성으로 다양성과 더불어 다중심성을 강

조하며, 오스트롬의 제도 연구에서 다양성과 다중심성 두 개념은 서로 밀접

하게 연관되어 있다.

제도의 다중심성이 중요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현실에서 제도가 다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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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여러 층위에 걸쳐 있고 제도를 둘러싼 행위자들의 활동 또한 여러 

층위를 넘나들기 때문이다(E. Ostrom 1992, 58-60; 2010, 106). 따라서 

제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면서 견고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느 층위에서

도 제도의 허점이 발생해서는 안 되므로 각각의 층위마다 적용되는 규칙들

이 필요하다(E. Ostrom 2010, 192).

오스트롬이 말하는 제도의 다중심성은 오스트롬의 제도 개념을 집대성한 

결과물인 ‘제도 분석 및 발전 분석틀(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framework, 이하 IAD 분석틀)’에서 잘 드러난다. IAD 분석

틀은 주요 행위자의 물리적 조건, 공동체의 속성, 작동 규칙 등 제도 안팎

의 변수들을 망라하면서 행위자가 처한 상황, 행위자의 전략적 선택, 행위

자들 사이의 상호작용 결과가 서로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지도와 같다. IAD 분석틀은 어떠한 제도를 분석함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개념 체계라는 점에서 제도 분석에서 문법의 역할을 하며, 제

도와 행위자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를 거듭해 나가는 양상을 분석

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가 된다(E. Ostrom 2005; 안도경 2013, 105-106).

출처: E. Ostrom(2005), 15.

[그림 2-1] IAD 분석틀

오스트롬(E. Ostrom 1992, 44-48; 2005; 2010, 105-113)은 IAD 분석

틀에서 제도를 실행 규칙(operational rules), 집합 선택 규칙

(collective-choice rules), 헌법 선택 규칙(constitutional-choice rules) 세 

층위로 크게 구분한다. 규칙의 층위는 규칙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 규칙

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요건 등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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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층적 규칙 체계 속에서 심층 수준 규칙은 표층 수준 규칙을 제ㆍ개정할 

권한의 소재 및 절차를 규정한다. 또한 어떤 층위에서의 규칙 변화는 심층 

수준 규칙은 고정된 상태에서 진행된다고 가정하지만 반대로 심층 수준 규

칙의 변화는 표층 수준 규칙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심층 수준 규칙은 표

층 수준 규칙의 제약 조건이 된다. 따라서 표층 수준 규칙보다 심층 수준 

규칙을 바꾸기가 더욱 어렵고 규칙 변경에 수반되는 시간과 비용의 규모 또

한 심층 수준 규칙일수록 커진다.

요컨대 제도는 여러 층위에서 작동하는 규칙들의 조합으로 구성된 체계

이기 때문에 다중심성을 띠며, 각각의 층위마다 서로 다른 규칙들이 다양하

게 조합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의 다중심성은 곧 다양성으로 이어진다. 이

처럼 오스트롬은 제도의 다양성을 매우 엄밀하면서도 풍부한 개념으로 정의

하고 있고, 제도의 다양성은 제도의 다중심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오

스트롬에 따르면 제도는 다양성과 다중심성을 띠기 때문에 제도 분석을 위

해서는 제도와 행위자를 둘러싸고 있는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 그리고 서로 

다른 층위에 존재하는 제도 및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는 총체적 시각이 요구된다.

5. 새마을운동에의 적용 가능성

그렇다면 이 논문에서 오스트롬의 제도주의 분석틀을 바탕으로 새마을운

동의 추진 과정과 결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는 얼마나 적실성을 갖는가? 

오스트롬의 주된 관심사와 새마을운동 마을공동체가 마주한 문제는 그 성격

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오스트롬의 이론을 새마을운동 연구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의문이 들 수 있다.

『공유의 비극을 넘어』에서 오스트롬은 주로 공유 자원의 남용 위기에 

처한 자치 공동체들이 제도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 분석

한다. 한편 이 논문에서 다루는 새마을운동 시기 마을공동체가 직면한 문제

는 『공유의 비극을 넘어』에서 제시된 공유 자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새마을

운동이라는 집합재를 공급하는 문제에 해당한다. 이처럼 오스트롬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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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과 이 논문의 주제 사이에는 다소간 차이가 있다.

그러나 오스트롬(E. Ostrom 2010, 74)에 따르면 특정 사용자를 재화의 

소비로부터 배제할 수 없는 데에서 발생하는 무임승차 문제와 관련된 이론

적 명제들은 공유 자원 문제와 집합재 문제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

다. 오스트롬(E. Ostrom 2010, 63-64)은 사람들이 어떻게 “무임승차 문제

를 극복하고, 신뢰성 있는 계약을 맺고, 규칙이 잘 이행되는지 감시하는가”

는 공유 자원 문제뿐만 아니라 집합행동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사회적 딜레

마 상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문제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새마을운동 시기 마을공동체가 새마을운동이라는 집합행

동 상황에서 맞닥뜨린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마을공동체를 둘러싼 제도의 구체적 양상, 제도 속에

서 여러 행위자가 서로 관계를 맺은 방식, 그리고 제도의 다양성이 새마을

운동의 성과에 미친 영향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자조”와 “지도”라는 일견 

모순적으로 보이는 두 개념이 양립했던(김영미 2009, 339) 새마을운동의 복

합적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새마을운동을 마을공동체, 새마

을지도자, 국가 등 여러 행위자가 활발하게 상호작용하면서 하나 이상의 행

위의 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다중심적 운동으로 간주한다.

이처럼 이 논문에서 바라보는 새마을운동은 기본적으로 집합행동이며, 새

마을운동이라는 집합행동으로부터 비롯되는 사회적 딜레마에 대처해 나가는 

양상은 마을마다 다양했고, 새마을운동의 구조는 마을공동체와 국가를 아우

르는 여러 층위를 포괄하는 다중심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새마을운

동을 둘러싼 문제 상황은 오스트롬의 중심적 관심사인 집합행동으로부터 발

생하는 무임승차 문제, 그리고 제도의 다양성 및 다중심성과 직접적으로 관

련되어 있다. 따라서 비록 새마을운동 시기 마을공동체의 현실이 『공유의 

비극을 넘어』에서 사례 연구의 대상이 된 자치 공동체의 상황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더라도 『공유의 비극을 넘어』에서 제시된 오스트롬의 제

도주의 이론은 새마을운동 시기 마을공동체가 직면한 집합행동 문제, 그리

고 새마을운동이 전개됨에 따라 마을공동체 안팎에서 제도가 발생하고 진화

해 나가는 과정을 분석함에 있어서도 유용한 이론적 자원이 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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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겨진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 논문에서 상정한 새마을운동의 본질적 속성인 

집합행동, 다양성, 그리고 다중심성을 분석하고 설명함에 있어 오스트롬의 

제도이론이 매우 높은 수준의 적실성을 지닌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런데 이 논문에서 새마을운동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오스트롬의 

제도주의 분석틀을 선택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다.

오스트롬의 제도이론은 높은 이론적 정합성을 바탕으로 그간 캘리포니아

의 지하수 분지부터 터키의 어장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경험적 사례들을 설

명해 왔다. 하지만 오스트롬의 이론을 통해 한국정치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자 시도한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즉 오스트롬의 제도이론이 새마을

운동을 비롯한 한국정치의 주요 현상들을 설명하는 데에도 유효한지는 아직 

연구 공백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바로 이점이 이 논문에서 오스트롬의 이

론을 새마을운동 연구를 위한 분석틀로 활용하기로 한 결정적 동기 중 하나

가 되었다. 오스트롬의 제도주의를 바탕으로 박정희 시대 새마을운동의 다

양성과 다중심성을 들여다보고자 하는 이 논문은 오스트롬의 이론이 한국정

치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범 연구(pilot study)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오스트롬의 분석틀이 한국정치 연구에서도 긴요한 이론적 자원

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이는 것 또한 이 논문에서 도모하는 중요한 의의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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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설계

제 1 절 모델의 구조

앞서 여러 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이 논문에서는 오스트롬의 분석틀에 

따라 새마을운동을 국가와 마을공동체를 비롯한 여러 행위자가 복수의 층위

에서 동시에 상호작용하는 다중심적 규칙 체계의 결과물이라고 간주한다. 

따라서 분석을 위해 새마을운동을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하나의 체계를 

구성하는 몇 개의 층위로 구분한다.

[그림 3-1] 모델의 구조

이 논문에서 상정하는 새마을운동의 다중심적 구조는 [그림 3-1]과 같이 

간단한 모델을 통해 표현할 수 있다. [그림 3-1]의 모델에서처럼 새마을운

동 시기 마을공동체와 국가 두 행위자는 각자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저마다 

새마을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가운데 서로의 새마을운동에 영향력을 행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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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을공동체와 국가의 상호작용은 두 행위자가 직접 대면하여 이뤄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마을공동체와 국가를 매개하는 새마을지도자라는 중간 층

위를 거치기도 했다. 따라서 [그림 3-1]의 모델에 따르면 새마을운동은 마

을공동체, 새마을지도자, 국가가 기층에서부터 차례로 배열된 중층적 구조 

속에서 세 행위자에 의해 여러 층위에서 동시에 전개된 것이다.

요컨대 [그림 3-1]의 모델을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마을공동체의 

새마을운동과 국가의 새마을운동 중 어느 하나만이 존재한다거나 두 새마을

운동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림 3-1]의 모델에 따르면 박

정희 시대 새마을운동은 마을공동체와 국가가 때로는 독립적으로, 때로는 

상호작용하며 만들어낸 결과였으며 마을공동체와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새

마을지도자는 마을공동체와 국가의 합작물로서 중간 층위에서 마을공동체와 

국가 양자를 매개하는 역할을 했다.

한편 이 논문에서처럼 새마을운동의 중층적 구조에 주목하면서 [그림 

3-1]과 유사한 모델을 통해 새마을운동을 분석한 선행 연구들이 존재한

다.9) 다만 이 논문에서는 다음 세 가지 면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점을 두고

자 한다. 첫째, 이 논문에서는 모델의 적실성에 대해 오스트롬의 제도주의 

분석틀을 중심으로 집합행동부터 다중심성까지 이어지는 나름의 이론적ㆍ체

계적 설명을 제시한다. 둘째, 이전 모델에서는 독립된 연구 대상으로서 논

의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특정 행위자에 귀속되는 행위자의 내적 속성으로 

언급되는 데 그쳤던 마을공동체, 새마을지도자, 국가 세 행위자의 상호 관

계를 별도의 변수로 설정하여 그 구체적 특성과 새마을운동에 미친 영향을 

9) 새마을운동을 세 개 이상의 층위로 이뤄진 다중심적 모델을 바탕으로 이해하고

자 시도한 대표적인 예로 서론에서 소개한 바 있는 엄석진(Eom 2011)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엄석진의 새마을운동 거버넌스 체제([그림 3-2])에서 기본적 전제는 

새마을운동에 참여한 농촌사회, 마을 단위 리더십, 국가 세 행위자가 서로 영향력

을 주고받는 가운데 행위자(actor)들의 특성과 행태(process)에 따라 마을마다 새마

을운동의 성격과 성과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엄석진은 농촌사회, 마을 단위 리더십, 

국가의 핵심적 행태로 목표 설정 및 의사결정(goal selection and decision 

making), 자원 동원(resource mobilization), 기구 및 수행(instruments and 

implication), 피드백(feedback) 네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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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깊이 들여다보고자 한다. 셋째, 보다 많은 사례를 분석에 추가함으로

써 모델의 경험적 근거를 보강한다. 즉 이전 연구들과 비교했을 때 이 논문

에서는 이론적으로든 경험적으로든 한층 진전된 논의를 추구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모델의 목표는 새마을운동 시기 마을공동체를 깊

이 들여다본 결과를 바탕으로 새마을운동이 마을마다 제각기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마을운동의 결과 또한 마을마다 현격한 차이를 

보인 까닭을 변수와 변수 사이의 관계로 보이는 것이다. 특히 이 논문의 모

델에서는 새마을운동 시기 마을공동체, 새마을지도자, 국가의 내적 속성, 그

출처: Eom(2011), 594.

[그림 3-2] 새마을운동 거버넌스 체제

  새마을운동의 전체적인 구조를 세 층위로 구분하고 마을공동체, 새마을지도자, 

국가 세 행위자의 내적 속성과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

서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모델은 엄석진의 새마을운동 거버넌스 체제와 같은 관점

을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 논문의 모델은 엄석진의 새마을운동 거버넌스 체제와

는 완전히 다른 이론적 토대로부터 도출된 것일 뿐만 아니라 양적ㆍ질적으로 더욱 

풍부한 새마을운동 사례에 기반을 두고 있다. 또한 엄석진이 마을공동체, 새마을지

도자, 국가의 속성을 분석하는 데 하나의 분석틀을 일관되게 적용한 반면 이 논문

에서는 개별 행위자, 그리고 행위자 간 관계마다 이론적ㆍ경험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제각기 다른 속성을 부각하여 변수화했다는 점에서 이 논문의 모델과 엄

석진의 새마을운동 거버넌스 체제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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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주요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가 마을마다 제각기 달랐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이 논문의 모델에서는 마을마다 달랐던 새마을운동의 성과

를 종속변수로, 새마을운동 시기 세 주요 행위자의 내적 속성과 행위자 간 

관계를 독립변수로 설정한다. 모델에서 상정하고 있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를 경험적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더 나아가 귀납적 일반화를 시

도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여러 층위에 걸쳐 전개된 새마을운동의 다중심

적 구조를 드러내고, 새마을운동 시기 마을공동체, 새마을지도자, 국가의 특

성과 행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며, 전개 과정 및 결과에서 나타나는 새마을

운동의 다양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 2 절 변수 설정

오스트롬(E. Ostrom 2010, 123)에 따르면 어떤 제도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지속되어 온 제도들 사이에서 공통

적으로 발견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앞서 소개한 제도 디자

인 원리 또한 전 세계의 다양한 공유 자원 관리 사례들을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로서 견고하게 유지되어 온 규칙 체계에서 나타나는 공통적 특징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논문에서도 오스트롬의 관점과 방법론을 좇아 새마을운동의 성과가 

유사했던 마을공동체에서 나타나는 공통적 특징들을 중심으로 새마을운동의 

성공과 실패를 가른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표 3-1]은 새

마을운동 성공 사례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속성 중 이 논문에서 변수로 추

출한 속성들을 마을공동체, 새마을지도자, 국가 중 해당 속성과 관련이 있

는 중심적 층위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이후 장들에서는 [표 3-1]의 변수들

을 중심으로 새마을운동의 구체적 사례들을 분석할 것이다. 마을공동체, 새

마을지도자, 국가가 각각 전개해 나간 새마을운동의 내용, 그리고 세 주요 

행위자가 여러 층위를 오가며 관계를 맺음으로써 저마다의 새마을운동이 결

합하고 충돌한 실상에 대해 살펴보고 새마을운동을 성공으로 이끈 마을공동

체 안팎의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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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위 변수

국가

자율성의 보장

물질적 지원

‘새마을 규범’의 내면화

새마을지도자

‘최대 회원’으로서의 역할

선출과 권한

발굴과 교육

마을공동체

마을 자치 조직

규칙 체계의 실효성

환경적ㆍ사회적 조건

[표 3-1] 변수 설정

제 3 절 사례 선정

이 논문에서는 마을공동체의 새마을운동 사례를 선정함에 있어 일차 문

헌보다는 이차 문헌을 주된 출처로 삼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일차 문헌, 특히 국가에서 발간한 자료의 경우 사례 선정의 편의(偏

倚) 또는 기술 과정에서의 왜곡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뢰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박정희 정권에서는 『영광의 발자취: 마을단위 새마을운동 추진

사』, 『월간 새마을』, 『통신교재 새마을운동』 등 다양한 새마을운동 사

례집을 편찬했는데, 이들 책자에 수록된 새마을운동 성공 사례들은 매우 천

편일률적인 서사 구조를 띠고 있다. 농촌이 빈곤한 까닭은 농민이 무지하고 

나태한 가운데 미래를 개척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므로 사례집에 

소개된 모범마을의 주체들처럼 자기 자신 속의 적폐와 타성을 극복하고 스

스로 힘써 일한다면 누구나 잘살 수 있다는 것이다.

박정희 정권이 새마을운동 성공 사례라는 ‘만들어진 현실’을 농민들에게 

반복적으로 보급한 것은 철저히 계산된 정치적 포석이었다. 박정희 정권은 

모든 것은 개인이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즉 “하면 된다”는 “주의주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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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ntaristic) 생활관”을 농촌사회에 주입함으로써 “자조”하는 농민을 만들

어내고, 국가가 부담해야 할 농촌사회 개발의 책임을 농민의 손에 떠넘기려 

했다. 즉 농촌 문제의 원인을 농민 개인에게 귀속시키는 “사사화(私事化)” 

전략을 통해 사회 구조나 국가 차원의 모순으로부터 비롯된 문제에 대한 책

임을 회피하고자 한 것이다(박진도ㆍ한도현 1999, 59; 고원 2006, 190; 김

보현 2014, 295-300; 이용기 2014, 336-337).

기록 과정에서 국가가 개입한 새마을운동 자료들은 대부분 “헤게모니적 

통치전략”의 수단으로, 대중에게 특정 가치를 주입함으로써 농촌사회의 불

만을 억누르고 박정희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를 내재

하고 있다. 또한 이들 자료에서는 박정희의 업적을 추켜세우기 위해 마을공

동체가 자치와 협동을 통해 달성한 생활수준 개선 성과를 깎아내리고 국가, 

특히 박정희에 의해 추진된 새마을운동을 강조하면서 새마을운동 성공 신화

를 과대 포장하는 서술도 발견된다(박진도ㆍ한도현 1999, 66; 유병용 외 

2001, 19). 따라서 기층에서 이뤄진 새마을운동의 구체적 양상을 보여주는 

방대한 규모의 새마을운동 기록물10)이 존재하지만 상당수의 일차 문헌, 특

히 국가가 편찬 과정에 관여한 문헌의 경우 정치적 편향성의 문제로부터 자

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일차 문헌은 이 논문에서 새마을운동의 실체적 진

실을 파악하고 모델에 대한 과학적 논증을 시도하는 데 논거로 활용하기에

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일차 문헌만 가지고는 마을공동체 안팎에서 전개된 새마을운동의 

전체적 양상과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 마을 회의 회의록, 

회계 장부 등 대부분의 새마을운동 시기 일차 문헌은 다른 문헌과 유기적으

로 존재한다기보다는 단편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일차 문헌만으로는 한 마

10) 새마을운동 기록물은 대한민국 정부와 새마을운동중앙회에 의해 관리되고 있

으며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기록물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http://theme.archives.go.kr/next/semaul2016/viewMain.do)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열람할 수 있다. 새마을운동 기록물은 문서, 사진, 간행물, 녹음,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일차 자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새마을운

동 기록물의 목록은 총 37,755건에 달한다(2019년 1월 기준). 한편 새마을운동 기

록물은 2013년 유네스코(UNESCO)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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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에서 새마을운동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온전히 이해하

기 어렵다. 한 마을의 새마을운동 기록이 완전무결하게 존재하기보다는 몇

몇 자료나 정보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사실은 일차 문헌만

으로 새마을운동의 전개 과정 전체와 총체적 구조를 파악하는 것을 더욱 어

렵게 만든다.

자료는 말을 하지 않기에 일차 문헌만으로는 그것이 만들어진 구체적 상

황과 맥락을 알 수 없다는 점도 일차 문헌이 지니는 또 다른 한계라고 할 

수 있다. 통계 또는 수치만으로는 그것이 보여주는 새마을운동의 양적 성과

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이 논문에서는 새마을운동 시기 

마을공동체 안팎에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제도가 만들어지고 변화

하는 동태적 양상, 그리고 마을공동체가 추진한 새마을운동이 특정 결과로 

귀결된 원인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새마을운동의 추진 과

정이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 새마을운동의 전개 방향 및 결과에 결정적 영

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충분히 말해 주지 못하는 일차 문헌

이 지니는 한계는 더욱 분명해진다. 특히 이 논문에서 주목하는 마을공동

체, 새마을지도자, 국가 간 관계 및 상호작용 양상을 적실하게 보여주는 일

차 문헌은 매우 드물었다.

반면 일차 문헌과는 달리 이차 문헌 중에서는 새마을운동의 구체적 추진 

과정 및 결과, 새마을운동 시기 주요 행위자들의 활동과 행위자 간 관계를 

상세히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이 논문의 연구 관심 및 목적과도 부합하는 자

료를 여럿 찾아볼 수 있었다. 새마을운동 연구가 점차 진전되면서 국가의 

새마을운동에서 마을공동체의 새마을운동으로 연구의 지평이 확장됨에 따라 

새마을운동 시기 농촌 마을공동체와 직접 대면하고 마을공동체 안에서 전개

된 새마을운동의 역사와 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 업적들이 축적되어 

왔다(유병용 외 2001; 강용배 2004; 김수경ㆍ최은봉 2005; 김혜진 2007; 

김영미 2009; 이현정 2012; 차철욱 2016).

이들 연구는 정치학, 행정학, 역사학, 사회학, 인류학 등 여러 학문 분야

에 걸쳐 있으며 현지 조사, 생애사 구술, 수기ㆍ일기 분석 등 다양한 방법

론을 통해 새마을운동 시기 마을공동체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마을공동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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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을 추진해 나가던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최

근의 새마을운동 사례 연구들은 마을공동체와 가까운 거리에서 새마을운동 

추진 경과를 세심히 관찰한 결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감과 사

실성이 매우 높다. 또한 마을공동체의 새마을운동 통사(通史)를 바탕으로 

새마을운동이 진행된 구체적 양상과 맥락, 새마을운동 전개 과정에서 나타

난 여러 행위자 사이의 상호작용, 새마을운동의 성공 또는 실패에 영향을 

미친 환경적 조건 등 새마을운동의 여러 측면을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점에

서 지금까지 단편적인 이분법에 가려져 온 새마을운동의 다양한 특성을 이

해하고 분석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된다.

한편 마을공동체 안으로 직접 들어간 개인 연구자들의 새마을운동 사례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여러 대학 및 연구소에서는 새

마을운동 논문집이 지속적으로 출판되고 있다. 새마을운동 논문집은 새마을

운동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연구 성과를 소개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복합적 

성격을 보여주면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한층 높이고 있다.11)

이뿐만 아니라 민ㆍ관이 합동으로 새마을운동에 직접 참여한 박정희 시대 

관료와 농민의 육성 증언을 채록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기념ㆍ평가

하고자 하는 시도도 추진되고 있다(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2015).

이처럼 기존의 새마을운동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미루어 

보건대 일차 문헌과 비교했을 때 이차 문헌은 한층 풍부하면서도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최근의 새마을운동 연구 성과에 힘입어 양적으로도 유의미

한 수의 사례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마을공동체 안

에서 진행된 새마을운동의 구체적 실상을 파악하고 새마을운동의 과정과 결

과 양면에서 나타나는 다양성을 분석하는 데 일차 문헌보다는 이차 문헌이 

더욱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그림 3-1]에서 제시한 

11) 특히 이 논문에서는 새마을운동 10주년을 맞아 서울대학교 새마을운동연구소

에서 발간한 『새마을운동의 이념과 실제: 새마을운동 국제학술논문집(1981)』, 그

리고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의 새마을운동 연구 결과를 종합한 『박정희 시

대의 새마을운동: 근대화, 전통 그리고 주체(2014)』 두 논문집을 중점적으로 참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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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심적 모델의 타당성, 그리고 [표 3-2]의 아홉 가지 변수와 새마을운동

의 성과 사이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이차 문헌을 주로 활용했다.

이 논문에서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마을공동체의 목록은 [표 3-3]과 같

다. 7개 문헌으로부터 13개 마을의 새마을운동 사례를 추출했으며, 새마을

운동의 성공 및 실패 여부에 따라 사례를 분류한 결과 13개 마을 중 새마

을운동이 성공한 마을은 8곳, 실패한 마을은 5곳이었다.12)

사례 새마을운동 성공 여부 출전

경기 고양 A리 실패 유병용 외(2001)

충남 공주 상서마을 성공 강용배(2004)

강원 철원 사곡2리 성공 김수경ㆍ최은봉(2005)

강원 철원 군탄1리 성공 김수경ㆍ최은봉(2005)

경기 안성 하용두리 성공 김혜진(2007)

경기 이천 아미리 성공 김영미(2009)

경기 이천 나래리 실패 김영미(2009)

경기 이천 대포2리 성공 이현정(2012)

경기 화성 금곡1리 성공 이현정(2012)

경기 고양 사리현2동 실패 이현정(2012)

경기 고양 문봉동 실패 이현정(2012)

부산 북구 대천마을 성공 차철욱(2016)

경북 김천 동신마을 실패 차철욱(2016)

[표 3-2] 사례 선정

이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 

논문의 연구 결과는 마을공동체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

거나 일차 문헌 중에서 유의미한 사료를 새롭게 발굴하지는 못했다는 점에

12) 사례로 선정한 마을공동체에서 전개된 새마을운동의 성공 및 실패 여부를 판

가름하는 기준으로는 해당 마을을 조사한 연구자의 판단, 자료에 드러난 주민들의 

증언, 정부의 평가(기초ㆍ자조ㆍ자립마을 분류, 우수마을 표창)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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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한계를 지닌다. 하지만 서론에서 언급했듯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새마을

운동 연구 성과를 ‘한데 묶으려는’ 시도가 없었다는 점에서 여러 마을의 새

마을운동 사례를 바탕으로 기존의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 새마을운동에

서 나타나는 다양성과 다중심성을 보이고 귀납적 추론 과정을 거쳐 새마을

운동이 마을마다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제각기 다른 결과를 낳은 까닭

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히고자 하는 이 논문의 연구 결과에서도 나름의 의의

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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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마을공동체

제 1 절 마을 자치 조직

1. ‘새마을’ 이전의 마을공동체

새마을운동이 박정희 정권에 의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이전부터 한국 

농촌사회에는 ‘마을’이라는 공동체가 존재했다. 마을은 농촌의 “가장 기본적

인 사회적 단위”로서 농민은 국가에 의해 지정된 행정구역이 아니라 자연적

으로 조성된 마을공동체를 삶의 터전으로 여기고 있었고, 농민들의 삶에는 

자치와 협동이라는 공동체적 삶의 원리가 깃들어 있었다(리드 1981, 272; 

하재훈 2014, 247).

마을공동체 내 자치와 협동의 전통은 특정 마을에 국한된 현상이라기보

다는 대부분의 한국 농촌 마을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었다. 마을공

동체는 마을 회의를 통해 민주적 방식으로 마을의 주요 현안을 결정했고, 

농민들은 마을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마을 내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치를 통해 결정된 마을의 공동 과업에 협력했다.

마을공동체는 마을 회의에서 대표자 선출을 비롯한 마을의 주요 현안을 

의결했고 마을 내 소정의 의무를 다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마을 회의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13) 마을공동체는 마을 회의에서 주민들의 투표

13) 하지만 마을공동체 안에서의 참정권은 가부장에게만 주어졌고 마을 회의의 구

성원은 마을 내 모든 가구의 세대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마을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마을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장 선출 

문제를 비롯한 안건에 대한 의결권은 가부장들만이 행사했고, 세대주 이외의 세대

원들은 세대주를 통해 간접적으로 마을 회의에 참여할 수 있었다. 참정권을 비롯한 

마을 내 권리와 마찬가지로 마을공동체 구성원의 의무 또한 개인이 아니라 가구를 

기본 단위로 부과되었다(리드 1981, 272; 김영미 2009, 41; 오유석ㆍ하재훈 2014,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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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주민의 대표자이자 마을의 최고 권력자인 이장을 선출했고, 이장을 

중심으로 한 주민 자치 조직은 산하에 청년회, 부녀회, 노인회, 개발위원회 

등 각종 기구를 두었다. 마을공동체의 물적 기반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

세(里稅)’라는 마을 차원의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충당되었다. 이세는 마을 

회의의 예결산을 거쳐 마을공동체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조달ㆍ집행되었고, 

마을공동체는 이세를 통해 마을회관, 정미소, 구판장 등 마을의 공유 재산

을 형성하고 마을 행사를 치렀다. 이장의 급여 또한 이세에서 지급되었다

(김영미 2009, 41-46; 이현정 2012, 89).

마을공동체 안에는 공식적 자치 기구 이외에도 두레, 향약, 품앗이 등 농

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비공식적 공동체들 또한 편재(遍在)해 있었다. 

이들 공동체는 각자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

었고 마을 내 생산과정은 주로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협업을 통해 이뤄졌다

(리드 1981; 김혜진 2007, 21-25; 김영미 2009, 41-44; 엄석진 2011a, 

474; 오유석ㆍ하재훈 2014, 116-117).

한편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성한 마을공동체는 씨족과 같은 전통적 집

단, 국가의 하위 행정 기구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었다. 농촌사회 안에

서 이들 조직은 서로 강력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가운데 통합, 충돌, 포섭 

과정을 거듭했다(김영미 2009, 45-49).

이처럼 한국 농촌에 농민들이 자생적으로 조직한 마을공동체가 존재했고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농민들 사이에 자치와 협동의 전통이 이어져 왔다는 

사실은 새마을운동과 관련하여 중대한 함의를 갖는다. 마을 주민들의 자발

적 의사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행동을 규율하고 마을 공동 사업에 주민들의 

협력을 동원할 수 있는 조직과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농민들은 국가가 새마

을운동을 추진하기 훨씬 이전부터 마을공동체 차원의 생활수준 개선 노력을 

전개해 나갈 수 있었다. 중앙정부가 전국의 농촌으로 새마을운동을 내려보

내기에 앞서 몇몇 마을에서는 오래전부터 자치와 협동을 통해 새마을을 만

들어 나가고자 하는 농민들의 자생적인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었다(김영미 

2012, 76;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2015, 85).

또한 마을 안에서 새마을운동이 원활하게 전개되기 위해서는 마을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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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존재가 필수적이었다.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마을운동의 성

과가 우수한 마을들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부녀회, 청년회 등을 중심으로 조

직되어 있었지만 새마을운동의 성과가 미흡했던 마을들 중에서는 주민 자치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기우걸 외 1987, 365; 소진광 

2007, 109).

오스트롬(E. Ostrom 1992)에 따르면 지역사회 개발이 지속 가능한 방향

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조직된 기층 농민 조직이 필요하다. 오

스트롬은 개발도상국에서 국가 주도로 대규모 관개 시설을 건설하려 한 여

러 사례를 들어 기층 농민이 조직되어 있지 않다면 지역사회 개발이 지속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기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오스트롬에 따르면 국가는 

농민들의 생활 방식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는 

지역사회 개발이 지속될 수 있도록 농민들의 행위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충

분한 유인을 제공해 주기가 어렵다. 따라서 농민들이 공동체의 물리적ㆍ경

제적ㆍ문화적 조건에 맞게 지역사회 개발을 관리하는 제도를 스스로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을 갖춘 상태여야만 지역사회 개발이 지속될 수 

있다. 새마을운동 시기 농촌에서는 마을 회의를 비롯한 농민들의 자발적 결

사체들이 새마을운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기층 농민 조직의 역할을 했다.

2. 새마을운동과 마을 회의

주민 자치 조직에 의해 유지되어 온 농촌 마을의 공동체적 전통은 박정

희 시대에 이르러 새마을운동의 기반이 되었다. 새마을운동이 시작되기 이

전부터 마을 주민들의 삶을 규율해 온 주민 자치 조직은 새마을운동을 추진

하는 데에도 가동되었고, 따라서 마을공동체 안에서 새마을 사업은 주민 자

치 조직의 주도로 이뤄졌다(하재훈 2014, 251; 차철욱 2016, 191-193). 마

을공동체 속 주민 자치 조직은 새마을운동 시기에도 자치와 협동을 통해 새

마을운동이 추진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중에서도 마을에 따라 대동계, 대동회, 주민총회 등 다양한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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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렸던 마을 회의는 마을공동체 안에서 새마을운동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를 이해함에 있어 다른 어떤 조직보다도 중요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마

을 회의는 주민 대다수의 참여를 바탕으로 새마을운동의 추진 방향을 결정

하는 최고 의결기구이면서 새마을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들 사이의 갈등과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하는 장이었기 때문이다.

마을 내 새마을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결정할 최종적 권한은 농민들에게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마을공동체에서 새마을운동을 둘러싼 실질적 의사결

정은 마을 회의에서 이뤄졌다. 새마을 사업 계획은 마을 회의에서 수립되었

고, 새마을 사업의 성과는 마을 회의에 보고되어 회의에 참석한 주민들의 

평가를 거쳐야 했다(김혜진 2007, 69;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2015, 195).

새마을운동 시기 마을 회의에서는 국가로부터 내려온 지원금으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사업의 구체적 일정 및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국가 지원금 이외에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어떠한 원칙에 따라 누가 부담할 

것인지 등이 논의되었다.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 마을 지도자는 마을 회의

에 출석해서 새마을 사업 계획 전반과 더불어 사업을 집행되는 과정에서 예

상되는 문제점, 행정 기관의 지시사항 등을 상세하게 보고해야 했다. 새마

을 사업이 실제로 마을에 경제적 효용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판단되었을 때

에는 마을 회의의 안건이 사업의 구체적 추진 방향, 특히 개별 농가가 각각 

얼마만큼의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를 둘러싼 문제로 순조롭게 이어졌지만 새

마을 사업의 기대 효과에 대해 생각이 서로 다른 마을 구성원 간에 논쟁이 

오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마을 회의의 최종 결정은 대부분 만장일치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을 회의에서는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토론을 통해 

주민들 사이의 이견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을 거쳤고, 토론에서는 다른 마을

의 새마을 사업 현황 등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한 논거가 수반되었다. 다수

결에 따른 의사결정은 설득과 조정을 통한 해결이 실패한 이후 최종 수단으

로 활용되었지만 마을 회의에서 실제로 다수결 원칙이 동원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이러한 조정 및 의결 과정은 국가의 간섭 없이 주민들에 의해 자

율적으로 진행되었다(골드스미스 1981, 436; 리드 1981, 279-280; 유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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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2001, 51; 오유석 2003, 478; 황병주 2004, 498; 최인이 2014, 85; 육

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2015, 164-169).

또한 마을 회의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새마을 사업에 필요한 자본과 

노동력을 징발하기 위한 설득 작업이 이뤄졌다. 국가가 새마을 사업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분담했지만 마을공동체는 국가가 지원한 것보다 훨씬 큰 규

모의 재원을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했다. 통계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지만 

1970년대 새마을운동 전체 투자액 중 주민이 부담한 재원의 비율은 70%를 

웃돌았고, 특히 새마을운동 초기에는 총 투자액 중에서 주민들의 기여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었다. 특히 노동력의 경우 전적으로 마을공동체가 

부담해야 하는 몫이었다. 따라서 마을 안에서 새마을운동이 성공적으로 추

진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협력과 희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박진도ㆍ

한도현 1999, 51-52; 김대영 2004, 187-188; 김혜진 2007, 74; 소진광 

2007, 105-106).

하지만 사업의 성격상 일부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불가피할 때

에는 새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사이에서 높은 확률로 불만

과 갈등이 발생했다. 특히 새마을 사업의 사업지가 특정 농민의 사유지와 

겹치는 경우에는 해당 농민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결코 사업

이 추진될 수 없었다. 따라서 마을공동체가 새마을 사업을 통해 집합적 이

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마을운동에 소극적인 구성원을 대상으로 기나긴 

회유와 설득 과정을 거쳐야 했다(오유석 2003, 480; 황병주 2004, 499; 권

기돈 2016, 79).

마을 회의라는 토의와 설득의 장이 있었기 때문에 새마을운동 시기 농민

들은 국가를 비롯한 외부 권위체의 개입 없이도 마을 내부의 갈등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조정하면서 새마을 사업에 드는 자원을 자체적으로 징발할 수 

있었다. 새마을 사업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은 마을 회의에서 끊임

없는 설득, 협상, 조정 과정을 거쳐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했다. 예컨대 마을 

도로를 확장하면서 희생되는 사유지가 발생할 때 마을 차원에서 지주에게 

약간의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거나 또는 지주가 토지를 희사하는 대신 다른 

주민들이 도로 확장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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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이 중앙정부의 힘을 빌려 토지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한정적인 국

가 예산으로는 지주들에게 일일이 토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마을 회의의 조정 기능은 어쩌면 국가의 공권

력보다도 큰 위력을 지니는 것이었다(박진환 1981, 139-140).

요컨대 마을공동체의 새마을운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을 회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이뤄질 수 없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마을공동체 안에서 마을 회의

는 명실상부한 새마을운동의 심장부였다. 마을공동체의 주민들은 마을 회의

를 통해 스스로의 힘으로 새마을운동의 청사진을 그리고 새마을 사업에 필

요한 자원을 동원하며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을 조정해 나갔다. 한편 새마을

운동 시기 마을회관의 건립은 마을 회의의 제도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마

을회관이 건립됨에 따라 날씨와 무관하게 마을 회의가 정례적으로 열릴 수 

있는 장소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마을회관이 건립되기 시작한 

것을 기점으로 새마을운동이 급속히 점화되었다는 사실은 마을공동체가 새

마을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을 회의가 갖는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박진환 1981, 142;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2015, 195).

하지만 모든 마을에서 마을 회의가 주기적으로 열린 것은 아니었다. 새마

을운동 시기 한국 농촌에는 민주적 토론 문화가 존재하지 않는 전근대적인 

마을 또한 무수히 존재했고, 이들 마을에서 마을 회의가 마을 내 의결 및 

조정 기구로 운영되면서 마을 주민들의 행위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유병용 외 2001, 51-52; 오유석 

2003, 478-479). 또한 개별 농가로서는 마을 회의에 참석하는 데 시간 비

용을 비롯한 각종 손실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마을 회의의 결정이 개인적 

이해관계와 상충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마을 회의를 통한 집단적 의사

결정이 개인의 합리성 추구를 완전히 구속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유병

용 외 2001, 64-65).

3. 주민 참여의 효과

새마을운동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행된 마을에서는 가구마다 1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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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성원이 참석하는 마을 회의가 월 1~2회 정도 정기적으로 열렸을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의 주재 아래 비정기적 마을 회

의 또한 수시로 열렸다. 마을 회의의 개최 빈도는 해당 마을에서 진행하는 

새마을 사업의 규모와 대체로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다(김수경ㆍ최은봉 

2005, 37-38; 이현정 2012, 135-136).14)

마을 내 모든 가구의 세대주가 마을 회의의 구성원이었기 때문에 마을 

주민이라면 누구나 마을 회의에 직ㆍ간접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다. 

새마을운동 시기 농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농민들은 마을 회의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따라서 마을공동체 안에

서 새마을운동은 대부분 마을 회의를 통해 수렴된 주민 총의(總意)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1978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촌 주민들을 대상으

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67%가 마을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해서 새마을 사업을 논의했다고 응답했고 마을 회의에 전혀 

또는 거의 참석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응답자의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5%에 

불과했다(골드스미스 1981, 429).

이처럼 새마을운동 시기 농민들의 마을 회의 참석률이 매우 높았던 것은 

읍ㆍ면 등 행정구역을 기본 단위로 추진된 과거의 농촌부흥운동과는 달리 

새마을운동은 기본 단위로써 마을이라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공동체를 

선택했기 때문이었다. 집단의 규모가 너무 크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회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마을은 

주민들을 조직하기에 매우 적합한 규모의 기본 단위였다(육성으로 듣는 경

제기적 편찬위원회 2015, 199).

주민 대다수의 참여를 바탕으로 주민이 새마을 사업 내용을 직접 결정하

는 마을에서는 새마을운동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았다. 마을 회

14) 단, 1970년대 초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을 회의의 빈도와 마을 내 새마을 

사업의 실적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연구도 

존재한다는 점에서(최양부ㆍ정기환 1984, 67; 박섭ㆍ이행 1997, 61에서 재인용) 

마을 회의가 활발하게 열리는 마을일수록 새마을 사업의 실적이 더욱 우수했는지, 

또는 큰 규모로 새마을 사업이 진행되는 마을일수록 마을 회의가 자주 열렸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조사 및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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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통해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새마을 사업을 선정할 수 있

는 마을에서는 새마을운동이 국가에서 지원한 물자와 자본을 바탕으로 마을

의 숙원 사업을 달성할 기회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주민 자치를 통해 자율

적으로 새마을운동을 추진한 마을에서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사업 위주로 새마을운동이 전개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새마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즉 마을공동체의 자율적 의사결정은 

구성원들의 새마을운동 참여율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박진도ㆍ한도현 

1999, 47).

또한 마을 회의에서 합의된 이행 사항은 자기 자신을 비롯한 마을 주민 

모두가 동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마을 회의의 결정은 주민들의 행위에 대해 

상당한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마을 회의에서 주민들 사이의 토론을 

통해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하지만 마을 회의

의 결정은 곧 마을 주민 전체의 의사와 동일시되었기 때문에 마을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일단 결정된 사항은 대체로 차질 없이 이행되었고, 마

을 회의의 결정은 새마을 사업에 비협조적인 주민들에 대한 제재의 정당성

을 제공했다(박진환 1981, 142; 유병용 외 2001, 58-59; 김수경ㆍ최은봉 

2005, 37; 하재훈 2014, 251). 또한 마을 회의에서 의결된 새마을 사업은 

자신에 의해 직접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주민들은 새마을 사업에 책임 의

식을 갖게 되었다(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2015, 199).

4. 주민 자치의 효율성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이 마을 회의를 비롯한 주민 자치 조직을 통해 새마

을운동의 구체적 내용과 방향을 자율적으로 결정한 마을에서는 비교적 수월

하게 주민들로부터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새마을

운동의 성과 또한 대체로 우수했다.

새마을운동에서 모범적인 성과를 거둔 마을 중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직

접 새마을 사업을 선정한 마을이 많았다. 반면 새마을운동 성과가 미흡했던 

마을 중에서는 마을 유지나 정부 기관의 의견에 따라 새마을 사업을 선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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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이 대부분이었고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새마을 사업을 선정한 마을

은 많지 않았다(기우걸 외 1987, 360; 소진광 2007, 109).

이처럼 마을 주민들이 마을공동체 안에서 추진할 새마을 사업의 내용을 

스스로 결정한 마을공동체에서 새마을운동의 성과가 더욱 좋았던 까닭은 무

엇이었을까? 오스트롬(E. Ostrom 2010, 177)에 따르면 집단 구성원 대부분

이 집단 안에서 적용되는 규칙을 결정하는 데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 방식

에는 여러 장점이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공동체를 둘러싼 환경과 조건을 누

구보다도 잘 아는 개인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면 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

서 공동체의 구체적 속성을 고려할 수 있고 또한 외부 환경의 변화를 반영

하여 지속적으로 규칙을 수정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

를 현지 조건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오스트롬의 설명은 새마을운동 시기 마을공동체의 경험과 맞아떨

어진다. 주민들이 마을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마을 자치 조직

이 새마을운동을 주도한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마을 회의에서 새마을 사업의 

내용을 직접 결정했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이 마을의 개별적 특성에 가장 알

맞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마을공동체는 마을 회의에서 주민들의 의

견을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마을의 중요한 경

제활동과 새마을 사업을 연동시켜 진행할 수 있었다. 특히 마을 회의에서 

새마을 사업 시기와 농번기가 겹치지 않도록 새마을 사업 계획을 사전에 조

정함으로써 농사일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의 일상과 새마을운동이 양립할 수 

있었다. 새마을운동이 성공한 마을에서 새마을 사업이 농한기에 집중적으로 

진행된 것은 마을 회의에서 농번기 등 마을의 전통적 생활 양식을 고려하여 

새마을 사업 일정을 정한 결과였다(차철욱 2016, 192-193).

제 2 절 실효성 있는 규칙 체계

1. 참여와 무임승차의 문제

새마을운동 시기 농민들은 새마을운동에 무조건적인 지지와 협력을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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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농민들은 개인적 이해타산을 고려하여 새마을운동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합리적 행위자였으며, 특히 개인의 경제적 이익과 새마을운동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집단적 목표가 상충할 때에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여 마을공동체의 새마을운동 참여 요구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경

우도 다반사였다(오유석 2003, 480; 김혜진 2007, 88; 차철욱 2016, 196). 

요컨대 새마을운동 시기 농민들은 “사회경제적 처지에 의해 규정되는 경제

적 이익 실현 여부에 따라 새마을 사업에 사안별로 실질적으로 동조하여 자

발적으로 참여하거나 형식적으로 동조하면서 실질적으로 회피하거나 소극적

으로 저항하는 대응방식을 취했다(유병용 외 2001, 102-103).”

1972~1973년 새마을지도자들의 분임토의에서 가장 많이 다뤄진 과제가 

마을 주민의 참여, 마을 기금 조성, 주민들의 노동력 동원과 관련된 것이었

던 데에서 알 수 있듯(황병주 2014, 59) 마을공동체가 새마을운동을 추진하

는 과정에서 맞닥뜨린 가장 큰 난관은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문제였다. 

새마을운동 시기 마을공동체는 한편으로는 마을 주민들이 새마을운동에 자

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은 새마을운동에 참

여하지 않으면서 다른 주민들에 의해 달성된 새마을 사업으로부터의 이익만

을 취하려 드는 잠재적 무임승차자를 통제해야 했다.

새마을운동에 마을 주민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 관

념이 농촌으로 유입되면서 더욱 어려워졌다. 도시로부터 근대적 이윤 개념

을 비롯한 자본주의 경제 관념이 파급됨에 따라 전근대적 가치관에서는 사

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경제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정당화됨으로써 

새마을운동이라는 ‘잘살기’ 운동이 가능해진 측면도 있다(한도현 2010, 

280; 최인이 2014). 하지만 농민들이 자본주의 경제 관념에 따라 철저하게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만 행동하게 되면서 마을 차원의 협력은 더

욱 어려워졌다. 이전에는 이웃끼리 서로의 일을 거들어 주는 협동과 호혜의 

전통에 기대어 새마을운동에도 자연스레 주민들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었지

만(이현정 2012, 214), 마을 내 협업 전통이 임금 개념에 의해 대체됨에 따

라 사적 이익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농민들을 동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이 되었다(차철욱 2016,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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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사업에는 마을 주민들의 노동력과 자본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민

들의 참여 없이는 새마을운동은 이뤄질 수 없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새마을운동 추진 과정에서 개인적 이익을 일부 희생해야 하는 데에 거부감

을 표출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좇아 새마을 사업에서 이탈하려 했다. 새마을

운동 시기 농민들은 그들의 동기와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기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마을 일을 자기 일처럼 여기는 이타적 존재라기보다는 자

기 일에 빠져 마을 일은 안중에도 없는 경우가 일반적인 이기적 존재에 가

까웠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의 새마을운동 참여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결

코 아니었다.

2. 감시와 처벌의 중요성

새마을 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을 분담하기를 피하려고 하는 일부 주민들

의 무임승차 동기를 억누르고 새마을운동에 마을 주민들의 협력을 이끌어내

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 회의의 결정이 구성원들에 의해 실제로 이

행되는지 감시하고 마을 차원의 합의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된 자에게는 처

벌을 가하는 것이었다. 감시와 처벌을 통해 마을 회의의 결정이 실질적 효

력을 지닐 수 있어야만 새마을운동에 필요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마을 회의에서 새마을 사업의 내용과 추진 계획을 결정하고 개별 주민이 

분담해야 하는 자원과 노력의 양을 할당했더라도 주민들이 마을 회의의 결

정에 따르지 않고 마을 공동 사업에 물자와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새

마을운동은 무위로 돌아가기 마련이었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이 계획대로 추

진되기 위해서는 마을 회의의 결정이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의 행위를 실질적

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했다. 마을 회의의 결정이 마을 주민들에 대해 구속

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마을 주민들이 마을 회의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하면

서 새마을운동에 참여하는지 감시하고 마을 회의의 결정을 어긴 주민을 처

벌하는 제도가 마을공동체 안에 존재해야 했다.

공공선택이론과 게임이론에서는 집합행동 상황에서 개인들의 참여와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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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서 합의된 사항이 구성원들에 의해 

실제로 이행되는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합의를 위반한 자에 대해 처벌

을 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레비(Margaret Levi)에 따르면 개인은 자

신과 같은 규칙이 적용되는 다른 개인들이 규칙에 따르는지에 따라 규칙에 

순응할지를 결정하는 전략적 행위자이다. 개인은 다른 개인들 또한 규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규칙을 따른다. 다른 개인들은 규칙을 지

키지 않는 가운데 자신만 규칙을 지킨다면 ‘순진한 바보(sucker)’가 되기 때

문이다. 이처럼 개인은 규칙을 무조건적으로 따르지 않으며 다른 개인들의 

규칙 준수 여부에 따라 규칙을 조건부적으로 수용한다는 점에서 레비는 개

인이 규칙을 대하는 태도를 ‘준자발적 순응(quasi-voluntary compliance)’이

라는 개념을 들어 표현하고 있다(Levi 1988; E. Ostrom 2010, 179-181).

규칙 위반자를 처벌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한 까닭은 바로 합리적 개인은 

규칙에 준자발적으로 순응하기 때문이다. 공동체 안에서 규칙을 어긴 구성

원에게 처벌이 가해진다면 다른 구성원들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라도 

규칙을 준수할 것이므로 공동체를 이루는 개인들은 공동체 구성원 중에서 

자신만 규칙을 지킴으로써 손해를 보는 상황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

음을 가질 수 있고, 따라서 자기 자신도 규칙을 따르는 선택을 내리게 된

다.

그런데 규칙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조건부 처벌 약속

(commitment)은 그것이 믿을 수 있는(credible) 것이어야만 실질적인 효력

을 발휘할 수 있다(Schelling 1960). 즉 규칙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개인들

이 특정 행동은 하도록, 특정 행동은 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는 실질적 

위협이 되기 위해서는 규칙이 적용되는 개인들에게 만약 규칙을 위반한다면 

실제로 적발되어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따라서 처벌

에 대한 공포를 자극하여 개인들의 준자발적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규칙 위반 여부를 적발할 수 있는 감시 기제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새마을운동 시기 마을공동체는 갖가지 감시 및 처벌 제도를 통해 마을공

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새마을운동에 참여하는 가운데 자신만 새마을운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적발되어 제재를 받을 것이라는 위협을 마을 주민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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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시키고자 했다. 자기 혼자만 새마을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주민 모두가 예외 없이 새마을운동에 참여한다는 인식, 그리고 새마을운동

에 불참한다면 마을공동체로부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은 마을 

주민들이 새마을운동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는 동인이 되었다.

3. 제도를 통한 자율적 규제

마을공동체는 마을 회의에서 결정된 규칙을 바탕으로 마을 주민들이 마

을 회의에서 의결된 계획에 따라 새마을운동에 참여하는지 감시하면서 마을

공동체의 합의사항을 어기고 무단으로 새마을운동에 불참하는 주민에게 자

체적 처벌을 가했다.

물론 구체적으로 명문화된 제도보다는 비공식적 의사소통이나 심리적 압

박을 통해 마을 주민들의 무임승차 시도를 막으려는 노력 또한 존재했다. 

예컨대 새마을지도자가 연말 새마을운동 성과 보고에서 가구마다 새마을 사

업에 몇 번 출석했는지를 공지하고 이유 없이 새마을 사업에 참석하지 않는 

가구에는 불이익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함으로써 새마을 사업에 빠지면 안 

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식이었다(김수경ㆍ최은봉 2005, 41). 한편 구성

원들의 호응과 참여 의지가 큰 사업부터 추진하고 새마을 사업의 효과가 가

시화된 연후에 다른 사업으로 새마을운동을 확장해 나감으로써 주민들의 참

여를 유도하려는 전략적 사고도 새마을운동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율

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박진환 1981, 141-142; 이현정 2012, 176;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2015, 86). 이외에 마을 내 군중심리, 

군대식 멘탈리티, 국가의 강권 등도 새마을운동에 협조하지 않는 주민들을 

제재하고 마을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을 새마을 사업에 끌어들이는 기제로 활

용되었다(유병용 외 2001, 45-50; 윤충로 2014, 228).

하지만 새마을운동에 무임승차를 시도하는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 

및 처벌은 주로 마을 차원의 유ㆍ무형적 제도를 통해 이뤄졌다. 새마을운동

에 협조하지 않는 주민을 적발하고 제재하기 위해 마을마다 다양한 감시 및 

처벌 규칙이 만들어졌다. 마을공동체는 새마을 사업의 진행 상황과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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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이 확인한 뒤 마을 회의의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새마을운동에 참여

하지 않는 주민에 대해서는 마을 회의에서 사전에 정해진 제재를 부과했다

(이현정 2012, 136; 윤충로 2014, 237).

새마을운동 시기 마을공동체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된 무임승차 제재 

수단은 벌금이었다. 모든 마을 주민이 참여하기로 결정된 마을 공동 사업에 

참석하지 않은 주민에게는 벌금이 고지되었고 걷힌 벌금은 마을 공동 기금

으로 사용되었다. 주민들이 마을 공동 사업에 참여하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출석부, 사역부, 일지가 만들어졌고 각 개인의 노동량은 시간 단위로 기록

되었다. 마을 공동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에게 부과되는 벌금의 액수는 

당시 하루 품삯을 기준으로 그 이상의 금액으로 산정되었기 때문에 주민들

이 마을 공동 부역에 “벌금 때문에라도 안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조성되

었다는 점에서 벌금은 마을 주민들의 무임승차 동기를 억제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었다(유병용 외 2001, 86-87; 김혜진 2007, 63; 이현

정 2012, 145; 최인이 2014).

새마을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주민에게 벌금을 걷지 않는 마을에서도 마

을 공동 사업에 나오지 않는 주민에게 불참 횟수의 두 배에 해당하는 노역

을 부과하거나 마을 공동 사업에 출근한 횟수와 이듬해 모내기 순번을 연동

시키는 등 어떠한 방식으로든 무임승차자를 처벌하기 위한 제재 조치를 갖

추고 있었다(이현정 2012, 167; 오유석ㆍ하재훈 2014, 117; 최인이 2014, 

95). 무임승차자에 대한 제재 규칙이 마을 회의의 의결을 거쳐 명문화된 마

을도 있었지만 따돌림, 린치, 모욕 등 마을 주민들에 의한 우발적인 제재에 

의해 새마을운동에 협조하지 않는 무임승차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는 마을

도 있었다(이현정 2012, 162-167; 오유석ㆍ하재훈 2014, 117). 어떤 마을

에서는 무임승차자에 대해 직접적 제재를 가하지는 않았지만 마을 공동 사

업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의 경우 마을 주민들의 공동 작업으로 건설된 시설

을 이용하지 못하게끔 통제하거나 이용 요금을 내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조

치함으로써(윤충로 2014, 237; 권기돈 2016, 79) 새마을 사업을 통해 생산

되는 집단적 이익으로부터 무임승차자를 배제하고자 했다.

이처럼 새마을운동 시기 마을공동체는 자신은 새마을운동에 참여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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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운데 다른 주민들의 노력으로 달성된 성과를 함께 누리려는 무임승차

자를 막기 위해 마을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감시 및 처벌 제도를 공들여 

만들었고, 유ㆍ무형의 제도를 통해 무임승차자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가할 

수 있었던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처벌 또는 배제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두려

움 때문에라도 새마을운동에 참여했기 때문에 100%에 가까운 주민 참여율

을 달성할 수 있었다.

한편 무임승차자를 감시하고 처벌하는 제도는 마을 안에서 오랫동안 사

회적 규범으로 작용해 온 호혜성의 원리와 결합할 때 더욱 큰 효력을 발휘

할 수 있었다(이현정 2012, 147). 주민들 사이에 오래전부터 호혜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일시적인 불편 또는 손해를 감수하고라

도 마을 회의의 결정 사항을 받아들였다. 개인적 이익만을 좇아 마을 차원

의 목표를 위해 주민 모두가 함께 행동하는 데서 이탈한다면 다른 주민들에 

의해 보복과 불이익을 당하고 마을공동체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마을 일에 협조함으로써 마을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남아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을 포기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이현정 

2012, 213). 이처럼 호혜성의 원리가 주민들의 삶 속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

는 마을에서는 설령 명문화된 감시 및 제재 규칙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주민

들이 새마을운동에 자발적으로 협력하면서 마을 회의에서 각자에게 부과한 

의무를 이행해 나갔다.

제 3 절 환경적ㆍ사회적 조건

1. ‘마을’의 다양성과 ‘새마을’의 다양성

새마을운동 시기 모든 마을공동체가 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새마을운

동을 추진한 것은 아니었다. 마을공동체가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기 시작했을 

때 마을공동체를 둘러싼 여건은 마을마다 제각기 달랐다. 당시 마을공동체 

안에서 주민들이 살아가던 방식 또한 마을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다. 새마

을운동이 본격적으로 점화될 무렵 마을공동체는 제각기 다른 조건에 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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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은 마을마다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었을 뿐

만 아니라 새마을운동의 결과에서도 마을에 따라 큰 편차가 나타났다. 마을

의 고유한 환경적ㆍ사회적 조건은 마을 주민들이 새마을운동을 추진해 나가

는 방식, 그리고 마을 안에서 전개된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특정 방향으로 

몰고 간 요인 또는 제약으로 작용했다.

박정희 시대 새마을운동은 농촌 전역에서 일제히 전개되었다. 하지만 새

마을운동이 모든 마을에서 단선적이고 일관된 방향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었

다. 국가로부터 같은 지원이 내려왔다고 해서 모든 마을이 새마을운동에서 

같은 결과를 거둔 것은 아니며, 같은 유인이나 정책도 마을에 따라 다른 효

과를 일으켰다(소진광 2007, 99). 이처럼 새마을운동의 전개 양상 및 결과

가 마을마다 크게 달랐다는 사실은 마을공동체의 특수한 역사, 환경, 상황 

등이 새마을운동의 과정 및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시사한다

(유병용 외 2001; 김수경ㆍ최은봉 2005, 46; 엄석진 2011a, 463; 이현정 

2014, 160).

마을공동체를 둘러싼 환경적ㆍ사회적 조건 중에는 눈에 보이지 않거나 

통계 등 양적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의 생계 유지 방식, 마을의 지리적 환경, 생활수준, 마을공동체 

내 권력 관계, 주민 대다수가 공유하는 집단적인 경험과 기억 등은 농민들

의 의식과 행위를 구속함으로써(유병용 외 2001, 37; 오유석 2003, 487) 

새마을운동을 비롯한 마을공동체 안의 집합행동, 특히 집단적 목표를 향한 

마을 주민들의 협력이 보다 어렵게 또는 더욱 수월하게 전개되도록 이끌었

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2. 전통과 경험

마을공동체 안에서 이뤄진 집합행동의 결과에서 나타나는 연속성과 일관

성은 새마을운동을 비롯한 마을 단위의 집합행동을 성공과 실패 중 특정 방

향으로 몰고 간 마을공동체 내부 요인의 존재를 암시한다.

새마을운동에서 높은 성과를 거둔 마을공동체에서는 일제 강점기에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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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독부에 의해 시행된 농촌진흥운동,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이 들어선 이후 

추진된 재건국민운동과 농어촌소득증대특별사업(농특 사업) 등 이전의 농촌

부흥운동에서도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경험을 마을 주민 대다수가 공유하고 

있었다(김혜진 2007, 14-15; 김영미 2009, 51-52; 2012, 76; 육성으로 듣

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2015). 반면 새마을운동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마을공동체의 경우 이미 과거에 마을 안에서 전개된 집합행동이 실패로 돌

아간 경험이 있었고, 실패의 경험은 주민들이 새로운 마을 공동 사업을 계

획하고 추진하는 것을 주저하게끔 만들었다(유병용 외 2001, 42-44; 이현

정 2012, 186-187). 이처럼 마을공동체 차원의 생활수준 개선 시도의 결과

에서는 역사성과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e)이 발견된다. 즉 새마을운동

은 과거 집합행동 경험의 연장선 위에서 전개되었던 것이다.

마을공동체가 마을 회의를 비롯한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새마을 사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는 방식,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새마을운동 참여를 이

끌어내기 위해 규칙 체계를 만들고 관리하는 과정은 새마을운동이 추진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해 온 마을공동체의 인적 구성, 전통과 관습, 그리고 그

로부터 비롯된 마을 주민들의 일상적 삶의 방식으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았

다. 마을 구성원들의 집합행동에 대한 태도 또한 새마을운동 이전의 삶의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고 이는 주민들 사이의 미시적 관계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새마을운동이 순조롭게 진행된 마을에서는 대개 주민들이 이웃 주민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웃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

기고 있었고 주민들 사이에서 친교 모임, 계모임, 마을 의례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었다(이현정 2012, 85-93). 반면 새마을운동에서 부진한 결과를 

거둔 마을에서는 주민들 사이에 불화가 존재했고 주민들이 마을 차원의 노

동이나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려 들 뿐만 아니라 이웃과 함께 생활하는 것 

자체를 꺼리는 경우도 있었다(이현정 2012, 117-122). 이처럼 새마을운동

의 결과는 마을공동체의 역사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었고 새마을운동이 

마을마다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 까닭은 주민들의 일상을 지배해 온 삶의 원

리가 마을마다 제각기 달랐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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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혈족 집단

1960년대 초반까지도 한국 농촌의 전통적 마을공동체는 기본적으로 혈족 

공동체였다. 같은 성씨가 모여 사는 집성촌뿐만 아니라 여러 성씨가 모여 

사는 마을에서도 주민들은 혈연을 중심으로 결집해 있었다(소진광 2007, 

104). 따라서 마을공동체 안에 몇 개의 성씨가 거주하는지, 마을공동체의 

의사결정에서 문중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 성씨가 모여 사는 마을의 

경우 문중 간 권력 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 새마을운동의 전개 양상과 결과

는 크게 달라졌다.

마을 주민의 대부분이 특정 성씨인 마을에서는 마을의 대소사를 문중이 

결정했는데, 마을 주민의 대부분이 문중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문중의 의사

결정에 대해 이렇다 할 반대나 분쟁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마을에서는 

새마을운동 시기에도 문중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했고 새마

을 사업을 위한 주민 동원 또한 문중에 의해 순조롭게 이뤄졌다(골드스미스 

1981, 443; 이현정 2012, 87). 반면 집성촌임에도 문중의 권위가 존재하지 

않는 마을에서는 마을 주민들을 결속시킬 수 있는 구심점이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을 한데 모아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기가 매우 어려웠다(유병용 외 

2001, 66-67).

하지만 마을 내에서 특정 성씨의 문중이 지배적 지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마을운동의 추진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같은 

성씨만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문중은 본질적으로 폐쇄적 집단

이었고, 문중 바깥에 대한 배타성은 새마을운동을 비롯한 외부로부터의 변

화에 맹목적인 거부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소진광 2007, 99; 김영미 

2009). 특히 문중은 항렬로 대표되는 강력한 위계질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중 어른들이 새마을운동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면 마을 주민 중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서 새마을운동을 주도해 나가기가 어려웠다(김영미 

2009; 이현정 2012, 139).

한편 하나의 마을에 여러 성씨가 함께 어울려 사는 마을공동체에서는 혈

족 집단 간 갈등이 새마을운동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것을 가로막는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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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다른 씨족에 지기 싫다는 경쟁의식이 주민들의 새마을운동 참여를 

유발한 경우도 있었지만(유병용 외 2001, 86), 혈족 집단마다 삶의 방식과 

생활 공간에 대한 인식이 제각기 달랐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을 통해 만들고

자 하는 새마을의 청사진을 둘러싸고 혈족 집단별로 의견이 엇갈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소진광 2007, 104). 규모가 비슷한 성씨 집단들로 구성된 

마을에서는 마을 공동 시설을 어느 곳에 지을 것인지, 마을의 지도자를 어

느 성씨가 맡을 것인지 등을 놓고 성씨들 사이에서 대립과 반목이 빈번하게 

발생했다(김영미 2009; 이현정 2012, 195-196; 권기돈 2016, 104-105). 

씨족 간 갈등이 극심한 마을 중에서는 심지어 마을 회의와 새마을 사업이 

씨족별로 분리되어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다(이현정 2012, 120-121). 이처

럼 서로 다른 혈족 간 갈등은 대개 새마을운동에까지 비화되어 마을 주민들

의 협동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물론 마을공동체 안에 몇 개의 씨족이 존재하는지, 씨족 내ㆍ씨족 간 권

력 구조가 어떠한지에 따라 새마을운동의 성공 또는 실패 여부가 자동적으

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었다. 마을 안에 여러 성씨 집단이 존재하더라도 마

을 주민들의 노력을 통해 씨족 간 이질성을 극복하고 모든 주민이 한데 뭉

쳐 새마을운동을 추진한 마을들도 존재했다. 이러한 마을들에서는 주민들이 

혈연이라는 전통적 정체성을 버리고 마을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중심으로 

결속했다. 하지만 모든 마을이 혈연 공동체로서의 마을에서 지연(地緣) 공

동체로서의 마을로 탈바꿈하고 마을 주민 모두가 협동하여 혁신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소진광 2007, 104). 이처럼 마을 주민들의 인적 구성이 유사

한 마을들에서도 새마을운동의 성과는 마을에 따라 천차만별이었지만 혈족

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삶의 방식이 마을공동체가 새마을운동을 추진해 나

가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자명해 보인다.

4. 농가 소득 수준

마을공동체의 자연환경과 그로부터 비롯된 경제적 특성이 비단 새마을운

동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의 삶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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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짐작할 수 있다. 마을공동체를 둘러싼 무수한 자연적ㆍ경제적 속성 중

에서도 새마을운동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특성으로 마을공동체의 전반적 

소득 수준과 주민 간 소득 격차를 들 수 있다.

주민들이 절대적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마을에서는 새마을운동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매우 소극적이었다. 생계 유지 이외의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가외 소득과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마을 공동 사업에 나

서기보다는 당면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몰두했기 때문이다. 마

을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새마을 사업에 출근하지 않는 농민들은 대부분 

경제적 사정이 매우 열악한 이들이었다. 농가의 자급자족이 가능할 정도의 

소득 수준에 도달한 연후에야 농민들은 새마을운동을 비롯한 새로운 투자 

대상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유병용 외 2001; 김혜진 2007, 59; 김영미 

2009, 193-194; 이용기 2014, 348-350).

한편 마을 내 부농과 유지는 빈농과는 다른 이유에서 새마을운동에 부정

적인 태도를 보였다. 부농층은 마을 일에 토지를 비롯한 사유재산을 내놓아

야 하는 데에 격렬히 반발했다. 마을 안에서 소득 수준과 사회적 지위가 높

은 농민들은 공동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개인의 이익을 우선

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혈족 집단 내부의 

연망, 마을 일이라는 명분, 주민 총의 등 경제적 이해타산 바깥의 논리를 

동원해야 했다(김혜진 2007, 72-73).

이처럼 마을공동체의 전반적 소득 수준은 주민들이 새마을운동을 받아들

이는 태도를 좌우했다. 특히 소득 수준이 극단적으로 낮거나 극단적으로 높

은 농민들은 새마을운동을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았다. 마을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마을공동체는 더욱 많은 자원을 새마을 사업에 투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농민들은 각자의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새마을운동 참여 

여부를 결정했기 때문에 빈부 격차가 큰 마을에서는 새마을 사업의 내용과 

비용 조달 방식을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농민들 사이에서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골드스미스 1981, 442). 따라서 마을공동체의 소득 

수준만을 고려했을 때 새마을운동이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컸던 마을은 주

민 대부분이 일정 정도 이상의 경제력을 갖춘 가운데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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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균질적인 마을이었다.

5. 마을의 지리적 입지

마지막으로 마을공동체의 지리적 입지와 새마을운동의 성과 사이에도 긴

밀한 관계가 존재했다. 마을공동체의 새마을운동 경험을 다룬 문헌들은 마

을의 지리적 입지로부터 발생하는 이점 또는 난점이 마을공동체의 새마을운

동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마을공동체의 지리적 입지에 따라 마을공동체가 새마을운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달라졌기 때문에 마을공동체가 선택할 수 있는 새마을운동 

전략은 마을의 지리적 입지가 어떠한지에 따라 크게 좌우되었다. 특히 새마

을운동 시기에는 마을의 입지가 국가로부터 제공되는 지원의 규모와도 긴밀

하게 관련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마을공동체의 지리적 입지의 중요성은 더욱 

컸다. 새마을운동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 지리적 입지 조건으로는 도시 및 

관청과의 거리, 교통 여건, 인근 유동 인구 등이 있었다.

도시 또는 관청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외부로부터 새로운 영농 기술 및 

정보의 유입이 활발하게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마을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할 시장 개척 또한 용이했기 때문에 도시 및 관청과 인접한 마을에서는 

일반적으로 협동생산 및 공동판로 개척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

대를 추구하고자 하는 시도가 원활하게 전개되었다(유병용 외 2001, 82; 이

현정 2012, 210-211).15) 한편 정부 기관 또는 국가 기간 시설과 인접한 마

을은 새마을운동 추진 과정에서 국가의 자원 및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혜

택을 누릴 수 있었다(김영미 2009, 206-207). 도로 사정, 대중교통의 편의

성 등 마을공동체의 교통 환경 또한 마을과 도시 사이의 접근성을 좌우함으

로써 새마을운동을 비롯한 마을공동체의 지역사회 개발 노력에 어느 정도 

15) 다만 몇몇 마을에서는 도시와의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사실이 도리어 마을 주

민들이 새마을운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끔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 도시 지역

의 수요에 특화된 농작물 재배를 통해 충분한 소득을 거둘 수 있었기 때문에 개별 

농가로서는 마을 공동 사업을 통한 소득증대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유병용 외 2001, 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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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주었다(김혜진 2007, 14; 이현정 2012, 106).

그런데 새마을운동 시기 마을공동체의 지리적 입지는 단순히 마을공동체

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 기술, 자원과의 물리적 거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마을의 지리적 입지는 해당 마을이 새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에서 국가로부터 얼마만큼의 현금 또는 물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와 직결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박정희 정권이 새마을운동을 “조국 근대화의 전시

장”으로 활용하고자 했기 때문에 비롯된 결과였다. 예컨대 새마을운동 시기 

고속도로변 마을들에는 국가의 지원이 집중되었다. 고속도로 부근에 있는 

마을의 경우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사람들 눈에 띄므로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많은 사람이 보고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박정희 정권은 고속도로변 마을들

의 새마을운동을 우선해서 지원했다. 따라서 고속도로나 대로 인근의 마을

들은 다른 마을들에 비해 한층 나은 물질적 여건 속에서 새마을운동을 추진

해 나갈 수 있었다(박진도ㆍ한도현 1999, 60; 유병용 외 2001, 74-75; 김

영미 2009,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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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새마을지도자

제 1 절 제도적 의의

1. 새마을지도자 연구 현황

이 장에서는 주로 마을공동체와 국가 두 행위자만을 중심으로 새마을운

동을 이해해 온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그간 그 중요성에 비해 

충분한 논의와 분석이 이뤄지지 못한 새마을지도자의 활동과 역할을 새롭게 

들여다보고자 한다. 이 논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새마을지도자는 마을공

동체와 국가 사이에서 마을공동체, 국가와 함께 새마을운동을 이끈 제3의 

주체였다.

새마을운동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는 새마을운동 추진 과정에서 새마을지

도자의 역할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김대영 2004; 김영미 2009; Eom 

2011; 이현정 2013; 윤충로 2014;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2015; 권기돈 2016). 요컨대 “성공한 새마을에는 반드시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이 새마을운동 연구자들의 중론이다(박진환 1981, 143; 한도현 

2010, 269; 오유석ㆍ하재훈 2014, 112-113; 윤충로 2014, 234;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2015, 188). 하지만 새마을지도자의 모범 사례나 

일화를 소개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새마을지도자를 독립적 연구 대상으로서 

깊이 들여다본 체계적 연구는 아직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한

도현 2010, 268-270; 오유석ㆍ하재훈 2014, 115; 윤충로 2014, 205).

이전의 새마을운동 연구들은 대개 마을공동체와 국가 중 어느 한쪽을 중

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왔고, 마을공동체와 국가가 양극단에 놓인 이분법적 

연구 동향 속에서 새마을지도자는 흔히 마을공동체의 일원으로 간주되어 왔

다. 마을공동체와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 층위로서의 새마을지도자의 

역할 및 의의는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있었고, 특히 새마을운동 시기 새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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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의 활동이 새마을운동의 성공과 실패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데에

는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새마을지도자의 활동

이 어떠한 의미에서 중요성을 지니는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미진한 상태

로 머물러 있다.

다만 최근 들어 새마을지도자의 삶과 역경을 중심으로 새마을운동 추진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이들 

연구는 새마을지도자를 역임한 농민과의 대면 인터뷰를 통해 새마을지도자

가 마을 단위의 공동 사업을 주도한 경험을 채록하고 새마을지도자의 눈으

로 바라본 새마을운동을 바탕으로 새마을운동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고

자 하고 있다(김영미 2009; 한도현 2010; 이현정 2012; 2013; 2014; 윤충

로 2014;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2015). 이처럼 뒤늦게나마 

새마을지도자 연구가 진전되기 시작한 것은 새마을운동 시기 새마을지도자

의 비중과 영향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새마을지도자의 활동과 기능에 주목하기 시작한 최근 연구

들의 연장선 위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의 삶과 성취를 새마을운동의 다중심적 

구조 속에서 상세히 들여다보고자 한다. 특히 새마을운동의 주체를 국가와 

농민 중 어느 한쪽으로 규정하는 이분법적 시각 속에서 새마을지도자의 제

도적 기능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그간 연구 공백으로 남아 있었다는 점에서 

새마을운동 시기 새마을지도자가 왜 중요한 인물이었는지 합리적 선택이론

의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다. 또한 경험적 사례를 바탕으로 새마을운동 시기 

새마을지도자는 마을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새마을지도자와 

마을공동체, 새마을지도자와 국가 사이의 관계는 각각 어떠했는지 등을 살

펴봄으로써 궁극적으로 새마을지도자가 새마을운동의 다중심적 구조 속에서 

어떠한 의의를 지니는 존재이며 새마을지도자의 역할 및 활동이 새마을운동

의 추진 양상 및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2. 농민과 국가 사이, ‘제3의 장’

새마을지도자는 마을공동체와 국가 사이에서 양자를 매개하는 행위자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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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새마을지도자는 마을공동체의 요구를 정부 기관에 전달함으로써 새마을 

사업에 주민들의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동시에 새마을지도자

는 새마을운동 추진 과정에서 국가의 지시사항을 마을공동체에 하달하고 외

부로부터 습득한 새마을운동 관련 전문 지식을 마을공동체에 전수했다. 이

처럼 새마을지도자는 마을공동체와 국가를 넘나들면서 마을공동체와 국가를 

연계하는 기능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새마을운동의 다중심적 구조를 잘 보여

주는 존재이다(윤충로 2014, 203).

새마을지도자는 마을 주민들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출되었다는 점에서는 

마을공동체를 대표하는 존재이지만, 국가에 의해 발굴되고 교육되었다는 점

에서는 국가의 의도에 따라 만들어진 인물이다. 즉 새마을지도자는 마을공

동체와 국가가 매우 ‘특수한’ 방식으로 결합한 결과물로서 새마을운동 시기 

마을공동체와 국가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 흥미로우면서도 중

요한 연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새마을운동 연구들에서 새마을지도자의 역할과 입지를 바라보는 

관점을 살펴보면 서로 대립적인 두 시각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오유석ㆍ하재훈 2014, 115-116). 한쪽에서는 새마을지도자의 역량과 

태도가 마을공동체 안에서 새마을운동의 성공 여부를 결정적으로 좌우했을 

뿐만 아니라 새마을지도자는 마을공동체와 국가를 잇는 “유기적 통로”로서 

능동적으로 활동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마을지도자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새마을지도자는 새마을운동 추진 과정에

서 유의미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 또는 국가에 일방

적으로 종속된 존재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새마을지도자는 

새마을운동 추진 과정에서 졸속으로 생겨난 직책이었기 때문에 마을공동체 

안에서 이렇다 할 위상을 지니지 못했으며 결국 새마을지도자는 유신체제를 

농촌 대중에 전파하기 위해 존재하는 정부의 “끄나풀”에 불과했다(박진도ㆍ

한도현 1999, 63-69; 유병용 외 2001; 오유석 2003; 김대영 2004, 

195-196; 윤충로 2014, 203).

이처럼 새마을지도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연구자에 따라 극단적으로 엇갈

리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는 새마을지도자의 독특한 기원과 역할로부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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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 새마을지도자는 마을 주민 중에

서 선출되었다는 점에서는 마을공동체에 속하는 존재로 볼 수 있지만 동시

에 국가에 의해 전략적으로 육성되었다는 점에서는 국가의 영향력으로부터

도 자유로울 수 없는 행위자였다. 그런데 새마을운동 시기 마을공동체와 국

가는 한편으로는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길항 관계에 있었

기 때문에 마을공동체와 국가 사이에서 양자를 연계하는 중간적 행위자였던 

새마을지도자의 활동과 위상은 마을공동체와 국가 간 관계의 성격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었다. 새마을운동 시기 마을공동체와 국가 사이 관계

의 구체적 양상은 마을마다 달랐을 뿐만 아니라 한 마을 안에서도 마을공동

체와 국가의 상대적 힘은 지속적으로 변동했다. 따라서 연구자마다 새마을

지도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른 것은 새마을지도자를 둘러싼 마을공동

체와 국가의 다양한 모습 중 어느 한 면만을 중점적으로 관찰한 데에서 기

인한 결과로 여겨진다.

마을공동체와 국가를 연계하는 새마을지도자의 활동이 과연 유의미한 것

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 사이에 아직 이렇다 할 합의가 이뤄지지 않

은 상태이다. 하지만 새마을운동 시기 새마을지도자로 활동한 농민을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새마을지도자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연구자들의 주장에서처럼 새마을지도자가 국가에 

전적으로 종속된 행위자 또는 마을공동체 안에서 유명무실한 존재만은 아니

었다.

새마을지도자가 마을공동체와 국가를 오가며 활동하면서 새마을운동의 

추진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가가 새마을지도자에게 발급해 준 ‘새마을지도자 증서’이다. 내

무부장관과 도지사의 명의로 발급된 새마을지도자 증서에는 “마을을 이끌어 

나가는 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나 사무실로 찾아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

고 힘을 합치자”는 문구가 쓰여 있다(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2015, 150). 실제로 새마을지도자가 자기 마을의 새마을 사업을 의논하기 

위해 유관 행정 기관의 고위 관료를 찾아갔을 때 군수, 도지사, 심지어 장

관이 선뜻 면담에 응해 준 사례가 여럿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김수경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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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봉 2005, 37; 고건 2010; 한도현 2010; 윤충로 2014) 새마을지도자 

증서는 단순히 종이 위의 말에 불과한 것만은 아니었다고 여겨진다.

새마을운동 시기 새마을지도자에게는 새마을지도자 증서 이외에도 다양

한 수단을 통해 국가와 수시로 대면하고 소통할 기회가 주어졌다. 박정희 

정권은 ‘강한’ 국가가 ‘약한’ 시민사회를 시종일관 압도하는 가운데 물리적 

폭력과 반공ㆍ경제성장 이데올로기를 동원하여 국가 자율성에 도전하는 시

민사회의 성장을 억압한 권위주의 체제였다는 점에서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박정희 정권의 배려는 실로 이례적인 특혜였다. 새마을지도자는 마을공동체

를 대표하여 행정 기관과 새마을운동에 대해 협의하면서 마을공동체의 건의

사항을 국가에 전달했고, 국가 또한 새마을지도자의 요청을 일방적으로 묵

과하기보다는 새마을지도자와 여러 방면에서 소통하면서 새마을지도자를 통

해 새마을운동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마을공동체로 내려보냈

다. 이처럼 새마을지도자는 마을공동체와 국가 사이에서 능동적으로 활동하

면서 마을공동체의 새마을운동과 국가의 새마을운동을 한데 엮어낸 인물이

라는 점에서 새마을지도자의 역할과 활동에 따라 새마을운동의 전개 과정과 

결과가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새마

을지도자를 새마을운동의 다중심적 구조를 이루는 한 축이자 마을공동체, 

국가와 함께 새마을운동을 이끈 제3의 주체로 간주한다.

3. ‘최대 회원’으로서의 역할

마을공동체와 국가를 오가며 새마을 사업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 새마을지도자는 농민, 국가와 더불어 새마을운동의 3대 기본요소였

다. 동시에 새마을지도자는 마을공동체 안에서 누구보다도 열성적으로 새마

을운동에 참여한 선구자적 인물이었다(고건 2010;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2015, 78-79).

새마을지도자를 비롯한 마을 내 새마을운동 주도 세력의 존재가 새마을

운동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데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올슨과 포프킨

(Samuel Popkin)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올슨(Olson 2013)은 공동체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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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집합재를 자발적으로 조달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집합재를 공급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공평하게 분담하기보다는 집합재 공급 비용이 구성원들 사

이에서 불균등하게 배분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한다. 어떤 구성원은 

집합재 공급을 위해 상대적으로 큰 비용을 지출하는 반면 다른 몇몇 구성원

은 자신에게 할당된 몫을 내놓지 않고 무임승차를 시도한다는 것이다.

올슨(Olson 2013)의 주장에 따르면 집합재 공급 문제에서는 자신이 다른 

회원보다 더 큰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최대한의 집합재를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 회원(largest member)’이 집단 안에 존재하고, 이들이 집합재 공급에 

드는 비용 전체를 부담하더라도 집합재가 공급되기만 한다면 집합재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최대 회원’들에 

의해 집합재가 공급될 수 있다.

올슨이 일반적인 집합재 공급 상황에서 ‘최대 회원’이 필요한 이유를 설

명한다면 포프킨은 농촌사회 개발운동에서 ‘최대 회원’이 더욱 각별한 중요

성을 지닌다는 점을 강조한다. 포프킨에 따르면 ‘최대 회원’의 역할을 담당

하는 리더십의 존재는 농촌개발운동의 필요조건이다. 농민은 마을공동체의 

질서와 제도에 순응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사적 이익에 이끌리는 존재이

다. 이처럼 농민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두 힘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포프킨은 공동체적 질서와 사적 이익 중 농민의 행위와 의

사결정을 지배하는 동기는 사적 이익이라고 주장한다. 포프킨의 관점에 따

르면 농민은 공적 이익보다는 사적 이익, 장기적 계획보다는 단기적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농촌사회는 마을 단위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전형적인 사회적 딜레마 상황에 빠지게 된다. 농민들은 공동체의 문제에 자

발적으로 관심을 갖고 협력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무임승차를 시도하려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리성으로

는 설명하기 어려운 사명감과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마을 공동 사업을 주도

하면서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리더십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마을

공동체 차원의 농촌사회 개발이 이뤄지기 어렵다(Popkin 1979; 박섭ㆍ이행 

1997, 49-51에서 재인용).

올슨과 포프킨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집합재가 원활하게 공급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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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자기 이익을 일부 희생하면서까지 기꺼이 집합재 공급 비용을 부담하

는 ‘최대 회원’이 필요하며, 특히 농촌사회 개발 운동에서는 ‘최대 회원’의 

존재가 더욱 절실하게 요구된다. 새마을운동 시기 한국 농촌의 마을공동체 

안에서 ‘최대 회원’의 역할을 담당한 행위자는 새마을지도자였다. 새마을지

도자는 보수를 기대하기는커녕 자신의 농사일도 팽개치고 빚까지 져 가면서

까지 마을 안에서 연중 내내 진행되는 새마을 사업에 매진했다. 새마을지도

자는 새마을 사업의 구체적 실무를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새마을 사업을 둘

러싸고 발생하는 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분쟁을 해소하는 중재자 

역할까지 도맡았기 때문에 새마을운동 시기 마을공동체 안에서 새마을지도

자의 비중은 가히 절대적이었다(김수경ㆍ최은봉 2005, 36).

응답 응답률

마을 일에 더 열심 48%

자신의 일에 더 열심 16%

반반 36%

출처: 최양부ㆍ정기환(1984), 60-63; 박섭ㆍ이행(1997), 61-62에서 

재인용. 인용한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가 재작성.

[표 5-1] 마을 지도자의 직무 태도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 응답률

아주 컸다 37%

대체로 컸다 36%

그저 그랬다 22%

별로 없었다 5%

출처: 최양부ㆍ정기환(1984), 60-63; 박섭ㆍ이행(1997), 61-62에서 

재인용. 인용한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가 재작성.

[표 5-2] 마을 지도자의 공헌도에 대한 설문조사

1980년대 초 320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농촌 주민들은 마을 지도자는 자신의 일보다 마을 일에 더욱 열심

히 임했고 마을 안에서 마을 지도자의 공헌도가 컸음을 인정하고 있다(최양

부ㆍ정기환 1984, 60-63; 박섭ㆍ이행 1997, 61-62에서 재인용). 설문 시

기가 새마을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1970년대와 다소 거리가 있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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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문항에 새마을운동이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설문조사 

결과가 새마을지도자의 역할과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적실한 자료인지에 

대해 신뢰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으나, 농촌 근대화 과정에서 수많은 

농촌 지도자들이 개인의 삶까지 제쳐두고 마을 일에 전념했으며 농촌 마을

공동체의 일상 속에서 마을 지도자의 공헌도는 상당했음을 짐작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여겨진다.

새마을운동 시기 새마을지도자는 그야말로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다. 새마

을지도자들은 새마을운동 시기를 회고하면서 극단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하

는데, 이들에 따르면 새마을지도자 활동은 “완전히 사람이 미쳤다 할 정도

로” 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었다(한도현 2010, 282). 새마을지

도자들은 새마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몸이 부서져라” 일하면서 극한에 

가까운 노동시간과 노동강도를 감내해 냈다(최인이 2014, 100-101).

이처럼 새마을지도자 활동에는 막대한 고통과 희생이 수반되었지만 새마

을지도자들은 마을 일이라면 자발적으로 나서서 도맡으려 했다. 이들 또한 

가족의 생계를 꾸려 나가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음에도 새마을지도자들이 

마을 일을 대하는 태도는 “신이 나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열정적이었다

(김영미 2009, 202-203). 새마을지도자는 자조를 통해 농촌 문제를 해결하

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자신이 더욱 많은 노력과 비용을 감당해

서라도 새마을운동을 밀어붙이려고 했다는 점에서 새마을운동 시기 마을공

동체의 ‘최대 회원’이었다.

4. 청년과 여성의 활동

새마을운동은 청년과 여성이 마을의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마을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들 사이에서 카리

스마적 권위를 지니고 있었던 지도자적 인물이 새마을운동 시기에도 마을의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새마을운동을 이끈 경우도 있었지만(박진환 1981, 

143-144; 김영미 2009; 하재훈 2014, 272), 새마을지도자 중에는 새마을

운동을 기점으로 스스로 지도자가 되기를 자처한 이들도 있었다(김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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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75). 특히 청년과 여성은 다른 어느 계층보다도 마을이 전근대적 생

활환경과 단절하고 한층 진보된 생활수준과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기를 간절

히 바랐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최대 회원’으로서 새마을운동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마을공동체의 새마을운동을 주도했다.

농촌을 떠나 학교, 군대 등 외지의 사회화 기관에서 도시의 생활환경과 

근대적 가치관을 경험한 청년들은 자신이 나고 자란 고장도 근대적으로 발

전시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 이들은 귀향한 뒤 마을 지도자

로 추대되어 새마을운동을 선도하면서 자신이 직접 겪은 근대화를 고향 마

을에서 구현하고자 했다(김영미 2009, 155-162; 2012, 77-78; 이현정 

2012, 91;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추진위원회 2015, 56). 일제 강점기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근대 교육 기관의 영향으로 새마을운동 시기 농촌 마을에

서는 근대 교육을 받으며 성장한 청년층을 중심으로 세대교체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외지에서 돌아온 청년 지도자는 마을 청년들의 동조를 등에 

업고 생활환경 및 의식수준 개선 사업을 힘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었다(황

병주 2004, 497-498; 김영미 2009, 162-171).

이전 세대와는 달리 근대적 가치 체계 속에서 자라난 청년들은 ‘자조를 

통한 근대화’라는 새마을운동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새마을운동의 열렬한 

후원자가 되었다. 청년들은 마을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마을에까지 품

팔이를 나가 돈을 모을 정도로 새마을운동에 강한 열의를 보였다. 청년들의 

활동으로 마을 환경의 개선이 가시화됨에 따라 다른 주민들까지 새마을운동

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청년들은 마을공동체 안으로 새마을운동이 

침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2015, 156).

한편 청년과 더불어 새마을운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호응한 계층은 여성

이었다.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대가로 어떠한 물질적 보상도 주어지지 않았

음에도 여성들이 새마을운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한 까닭은 새마을운동을 통

해 오랫동안 여성을 억압해 온 가부장적 문화를 청산하고 남성과 동등한 근

대적ㆍ주체적 개인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

이었다(유정미 2001; 김대영 2004, 200-201; 장미경 2007, 181-183;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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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 2009, 208-210; 최인이 2014, 72-73).

여성들이 새마을운동에 참여한 동기 중에는 기나긴 가난의 세월을 극복

하고 남편들의 술, 도박, 게으름을 몰아내기 위함이 압도적이었다. 여성들은 

부녀회를 중심으로 음주와 노름으로 상징되는 전근대적 구습을 타파하기 위

해 남편들을 설득하는 한편 근면과 금욕이라는 새로운 관념을 바탕으로 갖

가지 소득증대 사업을 펴 나갔다(박진환 1981, 145-146; 김대영 2004, 

199-200; 장미경 2008, 439-441; 최인이 2014, 100). 새마을운동을 통해 

마을과 가정의 생활환경이 개선될수록 여성의 가사 노동 부담이 한결 가벼

워졌다는 점도 여성들이 새마을운동에 열광하게끔 만든 요인 중 하나였다

(최인이 2014, 98;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2015, 63). 이처럼 

새마을운동 시기 농촌 여성들에게는 빈곤과 가부장제로부터 자유로운 근대

에 대한 강렬한 열망, 그리고 새마을운동을 통해 근대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고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마을 내 다른 어느 집단보다

도 새마을운동에 열심히 참여했다.

제 2 절 마을공동체와 새마을지도자: 선출과 권한

1. 주민에 의한 자율적 선출

새마을지도자는 마을마다 남자 지도자와 여자 지도자(부녀 지도자) 1명씩

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새마을지도자는 마을 전체의 단결을 도모하고 

새마을운동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매개하고 중재하는 역

할을 해야 했기 때문에 선출 과정에서 주민 다수의 추대 또는 찬반 투표의 

형태로 주민들의 승인을 얻어야 했다(김수경ㆍ최은봉 2005, 35-36; 한도현 

2010, 271;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2015, 62).

새마을지도자는 대개 마을 회의에서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되었다. 

새마을지도자의 선출 방식에 대한 전국 단위 통계는 찾을 수 없었지만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의 1979년 조사 자료에 따르면 가장 보편적인 새마을지도자 

선출 방식은 마을 회의에서의 호선이었다(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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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2015, 197).16)

반면 정부 기관이 지명한 인물이 새마을지도자가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

었다. 국가는 새마을지도자 선출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 박정희 정권은 

‘새마을지도자 육성지침’을 통해 새마을지도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덕목을 

제시했을 뿐 새마을지도자 선출 과정을 마을공동체에 일임했다. 따라서 새

마을지도자를 어떻게 선출할 것인지, 마을 주민 중 누구에게 새마을지도자

의 직책을 맡길지는 전적으로 마을공동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었

다(소진광 2007, 108).

선출 방식 비율

주민총회의 선출 35%

마을 주민의 권고 29%

이장 및 마을 유지의 지명 16%

개발위원회의 선출 13%

군이나 면의 지명 5%

자원 3%

출처: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2015), 197.

인용한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가 재작성.

[표 5-3] 새마을지도자의 선출 방식

국가에 의해 충원되거나 몇몇 유지에 의해 지명된 새마을지도자와 비교

했을 때 마을공동체 안에서 마을 주민의 총의를 바탕으로 선출된 새마을지

도자는 뚜렷한 장점을 갖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마을 주민 중에서 선출된 

새마을지도자는 마을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마을의 특성을 누구보

16) 같은 자료를 인용하여 주민들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새마을지도자가 전체 새

마을지도자 중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새마을지도자는 주민들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마을의 대표라기보다는 국가에 의해 급조된 직위에 불과했다고 

보는 의견도 존재한다(박진도ㆍ한도현 1999, 69). 하지만 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하

게 마을공동체 바깥에서 새마을지도자를 지명한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었으며 마을 

회의를 비롯한 공식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사전에 합

의된 바에 따라 새마을지도자를 추대한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새마을

지도자 선출 과정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마을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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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 속속들이 알고 있었고, 따라서 마을 안에서 새마을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데에는 최적임자였다. 또한 새마을지도자가 같은 농민이면서 이웃

인 경우 마을 주민들과 새마을지도자 사이에 이질감이나 거리감이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새마을지도자를 신뢰하면서 새마을운동에 자발적으로 협조

했다. 또한 마을 주민에 의해 선출되었다는 사실이 새마을지도자에게 막중

한 책임감을 부여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호선을 거친 새마을지도자는 새마을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더욱 노력했다(소진광 2007, 108; 육성으

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2015, 190).

주민들이 새마을지도자를 자율적으로 선출하는 것이 중요했던 까닭은 새

마을지도자가 주민들에 의해 선출되지 않거나 새마을지도자의 선출 과정이 

실질적 의미를 지니지 않는 요식 행위에 불과했던 마을의 사례와의 대조를 

통해 한층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새마을지도자의 권위와 책임은 마을 주민

들로부터 선출되었다는 사실에서 나왔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 선출 과정이 

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했던 마을에서는 새마을지도자가 주어진 소임을 다하

지 않거나 새마을운동 추진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에게 쉽게 무시되곤 했다. 

이러한 마을에서는 새마을운동을 점화할 수 있는 주체적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해 마을 공동 노동이 졸속으로 진행되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불신이 새마을운동 자체에 대한 

회의로 이어졌다(차철욱 2016, 193-195).

2. 새마을지도자의 역할과 권한

새마을운동 시기 마을공동체를 새마을 사업을 꾸려 나가는 하나의 기업

에 비유한다면 새마을지도자는 “마을이라는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였다

(한도현 2010, 269;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2015, 191). 새마

을지도자는 새마을 사업의 입안, 자원 동원, 집행에 이르기까지 마을 차원

의 새마을운동 전 과정을 총괄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 기업 등 마을 

바깥의 행위자와 접촉하면서 소득이 될 만한 사업을 모색하고 새마을운동에 

필요한 자원과 정보를 마을공동체로 끌어들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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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마을에서 새마을지도자의 손을 떠나 진행될 수 있는 새마을 사업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었다는 점에서 새마을지도자의 열정과 

지도력은 새마을운동의 성과와 직결되었다(엄석진 2011a, 479; 윤충로 

2014, 232).

마을공동체 안에서 새마을지도자는 잘살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새마을

을 향해 주민들을 선도해 나간 인물이었다(한도현 2010, 283). 새마을지도

자는 마을 회의와 새마을개발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새마을 사업의 구체적 내

용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마을 안에서 어떤 사업을 먼저 추진할 것이며 사

업에 필요한 자원은 누구로부터 징발할 것인지를 결정했다. 또한 새마을지

도자는 마을 안에서 새마을운동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

하고 새마을 사업에 드는 물자와 노동력을 주민들로부터 확충해야 했는데, 

새마을 사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주민들이 마을 공동 부역으로부터 무임승차

를 시도할 위험을 감시하고 제어하는 새마을지도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

다(골드스미스 1981, 444; 한도현 2010, 283-288;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

적 편찬위원회 2015, 125-126).

이처럼 새마을지도자는 쉴 새 없이 회의체와 현장을 오가며 막중한 업무

를 수행해야 했지만 마을공동체 안에서 새마을지도자의 권위는 절대적인 것

이 아니었다. 새마을운동 시기 새마을지도자의 권한과 의무가 명문화된 규

정으로 존재하는 마을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마을공동체 안에서 새마을지

도자가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의 범위는 어디까지나 새마을지도자 개인의 

능력과 위신에 달려 있었다. 새마을지도자의 리더십 여하에 따라 어떤 마을

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경외심을 바탕으로 새마을지도

자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한 반면 다른 마을에서는 새마을지도자가 주민들로

부터 인정받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마을 주민들이 새마을지도자의 존재조차 

몰랐던 경우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새마을지도자는 마을 주민들을 직접 상대하면서 새마을운동

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새마을운동에의 협조를 구해야 

했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가 새마을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서는 마을 안에서의 카리스마와 신망이 절실하게 요구되었다(한도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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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훈 2014, 276-278). 만약 새마을지도자가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리는 

주민들 사이의 갈등 관리에 실패하거나 새마을 사업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

지 못할 경우 새마을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하는 주민들이 생겨났고 새마을지

도자의 활동 반경은 크게 위축되었다.

실제로 마을공동체 안에서 새마을지도자의 위신은 주민들로부터 수시로 

위협받았다. 새마을 사업에 전념하느라 정작 본인의 가정사를 살필 여력이 

없었던 새마을지도자를 위해 마을 주민들이 새마을지도자 집안의 농사일을 

거들어 준 미담도 존재하지만, 그보다는 주민들과의 알력으로 인해 새마을

지도자가 고초를 겪은 사례가 훨씬 많았다(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

원회 2015, 212). 새마을운동 시기 새마을지도자로 활동한 적이 있는 농민

들은 한결같이 새마을 사업에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

하여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겪은 어려움을 토로한다. 새마을

운동에 반대하는 주민들에 의해 본인이나 가족이 구타를 당한 새마을지도자

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이고(박진도ㆍ한도현 1999, 62; 한도현 

2010, 283) 심지어 새마을 사업에 반발하는 주민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당

한 새마을지도자도 이따금 존재했다(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2015, 161-162). 천재지변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새마을지도

자가 주도한 사업의 성과가 좋지 못했을 때 실패의 책임은 온전히 새마을지

도자에게 전가되었고, 새마을운동을 둘러싼 국가와 마을의 입장이 상충할 

때 새마을지도자는 때때로 국가의 앞잡이로 매도되곤 했다(한도현 2010). 

이처럼 마을공동체 안에서 새마을지도자의 권위는 새마을지도자 개인의 역

량, 새마을운동에 대한 주민들의 태도, 그리고 새마을운동의 성과에 따라 

유동적이었다.

한편 새마을지도자는 마을 밖에서는 마을공동체의 대표자로서 행정 기관

과의 교섭을 담당했다. 새마을지도자는 새마을 사업의 목표와 방법에 대해 

공무원들과 협상을 거듭하면서 마을공동체와 국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새마을운동의 내용을 결정해 나갔다(김수경ㆍ최은봉 2005, 37). 특히 마을

공동체가 새마을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행정 기관으로부터 제때 확보할 수 

있는지는 어디까지나 새마을지도자의 능력에 달려 있었다(유병용 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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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9). 소득증대를 위한 일거리를 찾아 사업권을 따오고 다른 마을의 성

공 사례를 참조하여 새마을 사업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마을공동체로 들

여오는 것 또한 새마을지도자의 몫이었다(김영미 2009; 이현정 2013; 육성

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2015, 159).

이처럼 새마을지도자는 새마을의 비전을 찾아 마을 주민들에게 제시하고 

주민들의 힘을 한데 모아 새마을 사업을 주도한 인물로서 마을 내 새마을운

동의 명실상부한 구심점이었다. 하지만 마을공동체 안에서 새마을지도자의 

역할과 권한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마을지도자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었다. 새마을운동을 둘러싼 불만과 갈등을 무마하면서 주

민들을 새마을 사업 현장으로 이끌 수 있는지는 전적으로 새마을지도자의 

미시정치 역량과 새마을 사업 실력에 달려 있었다. 새마을지도자는 때때로 

권위에 대한 도전과 리더십의 위기에 봉착했고, 특히 새마을 사업에서 난항

을 겪을 때에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회유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 정부 

고위 인사와 직접 만나 새마을운동에 대해 의논한다는 사실이 마을공동체 

안에서 새마을지도자의 위신을 높여 주기도 했지만(골드스미스 1981, 446; 

윤충로 2014, 236) 국가로부터의 후광에만 의존해 마을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시도는 극명한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이었다(한도

현 2010, 274). 또한 새마을지도자를 박정희 정권의 보조자로 귀속시키고 

농촌에서 국가를 대행하는 도구로써 새마을지도자를 동원하고자 하는 국가

로부터의 압력이 새마을지도자의 입지를 더욱 비좁게 만드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김영미 2009).

3. 기존 제도와의 관계

새마을운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새마

을 조직이 새롭게 생겨남에 따라 기존 마을 조직과 새마을 조직이 갈등과 

충돌을 겪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오유석ㆍ하재훈 2014, 120). 새마을운동 

이전부터 존재했던 주민 자치 조직은 마을공동체가 자율적으로 새마을운동

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었다. 하지만 기존 마을 조직의 기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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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새마을 조직이 활동하는 데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

오래전부터 마을공동체의 대표자는 주민들의 호선으로 선출되는 이장이

었다. 하지만 책임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마을 안에서 새마을 사업을 주도

할 지도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70년대부터 새마을지도자라는 새로

운 지도자가 농촌사회에 출현하게 되었다(윤충로 2014, 215). 이장이 마을

의 일상적 행정을 총괄했다면 새마을지도자는 새마을운동만을 전담하는 지

도자였다. 새마을지도자는 마을 안에서 새마을 사업의 “기획자ㆍ집행자ㆍ주

민 설득 및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도맡았다. 새마을지도자의 등장과 동시에 

새마을지도자를 뒷받침하면서 새마을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논의하고 결정

하는 새마을개발위원회라는 자치 기구 또한 새롭게 생겨났다(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2015).

이장을 필두로 하는 마을공동체의 전통적 자치 조직이 그대로 존재하는 

가운데 마을마다 남녀 1명씩 새마을지도자를 선출하게 됨으로써 새마을운동 

시기 마을공동체의 리더십은 이장과 새마을지도자를 양대 축으로 하는 이원

적 구조를 띠게 되었다. 마을에 따라 이장과 새마을지도자를 별도로 선출하

여 이장과 새마을지도자가 분명하게 구별되는 마을도 있었지만 이장이 그 

마을의 새마을지도자를 겸직하거나 한 사람이 이장과 새마을지도자를 번갈

아 맡아 활동하는 경우도 있었다(박진도ㆍ한도현 1999, 70; 소진광 2007, 

108; 한도현 2010, 275-276; 이현정 2012, 89-90; 윤충로 2014, 216).

새마을운동 시기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기존 마을 조직과 새마을 조직 사

이의 관계는 마을마다 제각기 달랐다. 이장과 새마을지도자가 우호적인 관

계 속에서 공존하는 마을에서는 두 지도자가 새마을운동의 양 날개가 되었

다. 이러한 마을에서는 이장이 통상적인 마을 일을 담당하고 새마을지도자

는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업무만을 처리하거나 이장이 행정 기관과의 협의와 

교섭을 맡고 새마을지도자는 마을 안에서 주민들을 상대하면서 새마을 사업 

실무를 전담하는 식으로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사이에 효율적인 공조와 분업

이 이뤄졌다(유병용 외 2001; 52-53; 김수경ㆍ최은봉 2005, 46-47).

하지만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사이의 알력으로 인해 새마을운동 추진 과

정에 차질이 생긴 마을도 있었다. 이장과 새마을지도자가 마을 안에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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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각자 마을 일에 열성적으로 나서면서 두 지도자 사이

의 갈등이 선의의 경쟁으로 귀결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의 마찰이 격화됨에 따라 의미 없는 소모전이 지속되거나 어느 한쪽이 마을 

일에서 배제되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갈등의 부정적 

효과는 새마을운동으로 고스란히 파급되었기 때문이다(골드스미스 1981, 

446; 오유석 2005, 205-206).

제 3 절 국가와 새마을지도자: 발굴과 교육

1. 새마을지도자 ‘만들기’

새마을운동 시기 박정희 정권은 농민들의 자조와 협동을 지속적으로 강

조했고 새마을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계획을 정하는 데 마을공동체의 자율

성을 어느 정도 보장한 데에서 알 수 있듯 새마을운동은 기본적으로 농민의 

손으로 만들어 나가는 새마을을 지향한 운동이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 출

범 당시 모든 마을에서 주민들이 스스로의 힘만으로 새마을운동과 같은 지

역사회 개발을 추진할 수 있을 정도로 조직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몇몇 

마을에서는 주민들의 자조 의지와 협동 능력이 미약하고 마을 개발에 필요

한 인적ㆍ물적ㆍ제도적 자원도 부족했기 때문에 마을공동체의 생활수준 개

선을 위해서는 국가를 비롯한 외부 행위자의 개입과 지원이 불가피했다. 따

라서 마을공동체 안에서 새마을운동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마을의 

상황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를 바탕으로 마을 바깥으로부터 적실한 도움

을 얻어와 마을 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했다(박진도ㆍ한도현 

1999, 67; 이현정 2013; 오유석ㆍ하재훈 2014, 118-119).

박정희 정권은 새마을운동의 성공과 실패는 유능한 지도자의 존재 여부

에 달렸다는 판단하에 마을 개발에 헌신하고자 하는 농촌 지도자가 부족하

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1972년 2월부터 국가 차원에서 새마을지도자를 육성

하고자 했다(박진도ㆍ한도현 1999, 67; 윤충로 2014, 215;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2015, 128). 객지 생활 등을 통해 근대적 생활세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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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했거나 가난을 자기 손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지닌 몇몇 

마을 구성원이 마을의 근대화를 주도한 사례는 새마을운동 이전에도 존재했

다. 이들은 국가 주도로 추진된 지역사회 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서 마을 안에서 지도자적 인물로 부상했다. 하지만 이들의 본격적인 활동은 

국가로부터 새마을지도자라는 호칭을 부여받은 다음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이 뒷받침된 후에야 이뤄질 수 있었다(김영미 2009, 185; 한도현 2010, 

273-274; 윤충로 2014;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2015).

대통령을 위시한 국가는 새마을지도자를 “발굴”해서 그들의 경험담을 농

촌 전역에 전파함으로써 새로운 새마을지도자들을 계속해서 “육성”해 나갔

다(김영미 2009, 318). 박정희 정권은 새마을운동 이전부터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영향력을 발휘해 온 지도자들을 새마을운동에 포섭함과 동시에 마

을에서 새마을운동을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를 대거 양성하고자 했

다(박섭ㆍ이행 1997, 53-54). 박정희는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마

을마다 훌륭한 지도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새마을운동

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반대 세력을 설득함으로써 다른 농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만 마을공동체가 새마을운동을 처

음 추진할 때 부딪치는 어려움과 저항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대통령비

서실 1973; 김영미 2009, 316-318에서 재인용). 새마을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무렵 국가는 “초기 변화의 역군(change agent)”으로서 마을 안에서 

새마을운동을 이끌면서 새마을운동에 동조하는 주민의 수를 점차 늘려 나갈 

수 있는 지도자를 필요로 했고(소진광 2007, 100), 국가는 농민들이 스스로 

지도자로 성장하기를 기다리기보다 국가의 주도 아래 농민들을 단기간에 지

도자로 변모시키는 길을 선택했다.

2. ‘인간 용광로’, 새마을 교육

새마을운동의 초기 청사진을 그리는 데 참여한 관료 중 절대다수는 새마

을운동의 성공 요인 중 하나로 새마을 교육을 꼽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특

히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은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입소자들에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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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과 리더십을 배양함으로써 마을 개발에 최적화된 새마을지도자를 만들

어 농촌 전역으로 배출했다는 점에서 새마을운동의 요람이나 다름없었다(육

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2015).

새마을 교육은 주로 대중매체, 학교, 사회교육기관 세 가지 방식을 통해 

이뤄졌다. 기존의 사회화 수단을 활용한 앞의 두 교육 방식과는 달리 새마

을지도자연수원이라는 사회교육기관을 통한 교육은 처음부터 새마을운동을 

위해 생겨났다는 점에서 새마을운동만의 독특한 교육 방식이었다. 또한 새

마을지도자연수원 입소 교육의 대상은 국가를 대신하여 마을로 들어가 새마

을운동을 이끌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은 명실상부한 새

마을운동의 산실이었다(김대영 2004, 190-191; 윤충로 2014, 215-216).

박정희가 새마을지도자 교육에 직접 관여했을 정도로 새마을운동 시기 

농민 지도자 육성에 대한 박정희 정권의 관심은 각별했고(한도현 2010, 

277; 윤충로 2014, 215),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은 국가의 주도 아래 농민을 

지도자로 길러내기 위한 노력의 최종적 결실이었다. 1972년 1월 14일 농협 

산하에 독농가 연수원이 설치되어 농어촌 지도자들에 대한 교육이 시작되었

고 이듬해인 1973년에는 독농가 연수원을 모태로 수원에 새마을지도자연수

원이 설립되어 국가 차원에서 농민 지도자를 본격적으로 양성할 준비가 갖

춰졌다(박진도ㆍ한도현 1999, 68; 김대영 2004, 191; 육성으로 듣는 경제

기적 편찬위원회 2015, 58-59).

새마을지도자연수원에서는 새마을지도자를 대상으로 대략 1~2주간 입소 

교육이 진행되었다. 새마을지도자연수원 입소 교육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

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입소 교육은 입소생들을 새마을 사업을 성공적으

로 수행할 수 있는 경영자이자 개발 전문가로 탈바꿈시키는 데 최대 주안점

을 두고 있었다. 이를 위해 조직을 운영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

초적인 경영학 지식을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이 기획되

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는 마을 주민들을 직접 상대하면서 주민들이 새마

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아야 했기 때문에 리더십, 설득 등 각종 미시정치 교육

을 통해 입소생들에게 마을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배양하는 것 또한 입소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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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의 중요한 목표였다(한도현 2010, 274-279;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

찬위원회 2015).

새마을지도자연수원 입소 교육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새마을운동에

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마을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분임토의를 통해 동료 

새마을지도자들과 함께 새마을 사업 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에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구체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교육 기간 내내 반

복되었다. 새마을지도자연수원에 입소한 농민들의 수기에 따르면 사례 발표

와 토의를 통해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듣고 들려주는” 식의 교수법은 입소

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고 학습 효과 또한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평가된

다(한도현 2010; 윤충로 2014, 221;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2015, 201-202).

새마을지도자연수원에서 진행된 새마을 교육 과정은 흔히 입소자를 완전

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내보내는 ‘용광로’에 비유된다(한도현 2010, 

278;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2015, 172). 새마을지도자연수원 

입소 교육에서는 전문 지식 및 이론 학습보다는 정신교육에 더욱 많은 시간

이 할애되었는데, 정신교육을 통해 농민들은 새마을지도자로서의 새로운 정

체성을 국가로부터 부여받게 되었다. 물론 농민이 새마을지도자로 새롭게 

거듭나는 과정은 관으로부터의 교육 내용과 농민 자신의 개인적 의지가 끊

임없이 충돌하고 결합한 결과였다는 점에서(윤충로 2014) 입소생들이 모든 

새마을 교육 내용을 여과 없이 흡수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새마을지도자

연수원 입소자들이 새마을 교육으로부터 매우 강력한 인상과 영감을 받고 

농촌과 국가를 더욱 좋게 만들어야겠다는 열정과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새마을지도자연수원 입소 경험이 수많은 농민이 새마을지도자로 탈

바꿈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음은 분명하다.

새마을지도자들의 회고에서는 새마을 교육의 영향력이 공통적으로 언급

된다. 새마을지도자 중에는 새마을 교육에 “홀랑 빠지지” 않았더라면 새마

을지도자를 맡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이들도 존재한다. 새마을 교육을 통해 

주입된 사명감이 새마을지도자로서의 고된 업무를 견딜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다. 다수의 새마을지도자는 새마을 교육을 통해 다시 태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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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느낌을 받았을 정도로 새마을 교육에 깊이 감화되었기 때문에 새마을지

도자를 맡아 오랫동안 봉직할 수 있었다고 술회한다(김수경ㆍ최은봉 2005; 

한도현 2010, 278-279; 윤충로 2014, 218-220).

3. 새마을지도자의 일상 속 국가

국가의 새마을지도자 만들기 과정의 요체는 새마을지도자연수원 입소 교

육이었지만 새마을 교육은 새마을지도자들이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을 떠난 이

후에도 계속되었다. 새마을 교육은 새마을지도자연수원뿐만 아니라 도ㆍ군 

단위에서도 이뤄졌고, 우수마을의 지도자들은 전국을 순회하는 농민 강사가 

되어 자신이 창조한 새마을운동 성공 사례를 농촌 전역에 퍼뜨렸다(한도현 

2010, 276-280). 반면 마을 내 새마을운동의 성과가 부진하여 기초마을로 

지정된 마을의 지도자들은 자립마을 현지 실습을 통해 자립마을 지도자들과 

함께 교육을 받은 뒤 자립마을에서 얼마간 먹고 자면서 새마을운동의 모범 

사례를 직접 체험하고 돌아갔다(김혜진 2007; 한도현 2010, 291-292; 윤

충로 2014, 221-222;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2015, 131). 이

처럼 새마을운동 시기 새마을 교육은 언제 어디서나 이뤄졌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닐 정도였다. 국가는 새마을지도자의 일상에 깊숙이 침투하여 새마을

지도자들이 한 마을을 능히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변혁

의 계기를 제공하면서 새마을지도자를 통해 마을 주민 전체를 새마을운동으

로 끌어들이고자 했다(한도현 2010, 298).

한편 새마을지도자에게 주어지는 물질적 유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

다. 새마을지도자는 마을을 위해 무보수로 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한도현 2010, 276) 새마을지도자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는 새마을

지도자에게 소정의 물질적 지원을 제공했다. 새마을지도자에게는 수당, 세제 

혜택, 영농 자금 융자 특혜 등 다양한 형태로 약간의 금전적 혜택이 주어졌

다(골드스미스 1981, 446; 박섭ㆍ이행 1997, 58; 장미경 2007, 183; 윤충

로 2014, 222; 하재훈 2014, 270-271). 하지만 새마을지도자에게 주어진 

금전적 보상은 새마을지도자가 마을공동체 안에서 새마을 사업에 들이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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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책정된 보수를 노

리고 새마을지도자로 나선 주민이 정작 마을 일은 등한시하는 경우가 발생

했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는 보수를 받지 않는 직책으로 규정되었고, 설령 

국가가 새마을지도자에게 하사금을 수여하더라도 그것은 새마을지도자 개인

에 대한 포상금이 아니라 마을의 새마을 사업 자금 명목으로 주어졌다(박진

도ㆍ한도현 1999, 70;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2015, 205).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보상은 금전적 지원 대신 주로 새마을 훈ㆍ포장 등 

비물질적 형태로 제공되었다(윤충로 2014, 222-227;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

적 편찬위원회 2015). 하지만 새마을지도자 활동으로부터 물질적 보상을 기

대하기보다는 자기 생활을 챙길 겨를도 없이 마을 일에 발 벗고 나섰던 새

마을지도자들에게는 사회로부터의 인정,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자기 마을을 

변화시켰다는 성취감이 새마을 사업의 최일선에서 온갖 고생을 참아낼 수 

있게끔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었기 때문에(윤충로 2014; 육성으로 듣는 경

제기적 편찬위원회 2015, 95) 비물질적ㆍ심리적 보상의 효과는 물질적 보상

보다도 강력했다.

무엇보다도 새마을지도자들은 보잘것없는 일개 농민에 불과했던 자신이 

새마을운동을 계기로 국가에 의해 유의미한 존재로 호명되었다는 사실에 깊

은 감명을 받았다. 박정희는 수많은 상징과 수사를 통해 새마을지도자를 중

요한 존재로 부각하면서 새마을지도자들에게 높은 위상과 권위를 부여하는 

한편 농촌의 새마을 사업 현장을 수시로 찾아 새마을지도자들을 위로하고 

매년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를 열어 새마을지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박정희는 월간 경제동향 보고에 새마을운동의 성과가 우수했던 마을의 

새마을지도자가 직접 출석해서 새마을운동 성공 사례를 소개하도록 했는데, 

새마을지도자들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 앞에서 자기 마을의 새마을

운동 성공 사례를 발표하고 대통령으로부터 찬사와 격려를 받은 경험을 생

생히 기억하고 있었다(박진도ㆍ한도현 1999, 64-65; 김영미 2009, 

363-367; 윤충로 2014, 222-226;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2015). “훈장, 상장으로 새마을운동을 했다”는 한 새마을지도자의 회상에서 

잘 드러나듯(윤충로 2014, 226) 새마을지도자로서의 위상과 사회로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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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은 새마을지도자들이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잊고 새마을 사업에 신명

나게 매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아편”과 같은 것이었다(김보현 2014, 

307-309).

이처럼 새마을운동 시기 국가는 농민을 새마을지도자로 개조하기 위해 

갖가지 교육 수단과 전방위적 유인 체계를 동원했다. 국가가 새마을지도자

를 관리하는 방식은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새마을지도자의 삶 전체를 

포괄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박정희 정권이 새마을운동의 성공과 실패

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으로서 새마을지도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마을운

동 추진 과정에서 새마을지도자 만들기 작업에 총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간

접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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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국가

제 1 절 자율성의 보장

1. 자율과 자조의 원칙

새마을운동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마을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특징은 새

마을 사업의 내용과 추진 방식이 마을공동체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었다

는 점이다. 박정희는 농민이 새마을운동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속

적으로 강조했다. 새마을운동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농민이어야 하며 국가의 

역할은 농민들이 새마을운동의 주체로 거듭나도록 촉진하는 데 있다는 것이 

박정희 정권의 기본 방침이었다(김대영 2004, 185).

새마을 사업이 국가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시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1978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57%는 마을 안에서 추진해 나갈 새마

을 사업의 내용을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했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 

중 37%는 새마을 사업을 둘러싼 의사결정에 마을공동체와 공무원이 함께 

참여했다고 응답했고, 군청이나 읍사무소의 공무원이 단독으로 마을 내 새

마을 사업을 결정했다고 답변한 응답자의 비율은 전체 응답자 중 6%에 불

과했다(골드스미스 1981, 429).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로부터 알 수 있듯 새

마을운동 시기 새마을 사업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마을공동체에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은 국가가 아니라 농민이 주체인 운동

이라고 반복적으로 규정하면서 새마을운동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율적 참여

를 강조한 박정희의 발언이 단순히 정치적 수사에 그친 것만은 아니었다.

새마을운동 추진 과정에서 농민들에게 상당 정도 자율성이 주어진 것은 

일차적으로는 당시 국가의 행정력만으로는 새마을운동을 주도할 형편이 되

지 못했기 때문에 비롯된 결과였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애초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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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며 경제성장이 가시화됨에 따라 1967년 농어촌

개발공사가 설립되고 1968년부터는 전국의 51개 사업단지를 중심으로 농특 

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되는 등 농공병진 정책이 본격화되고 그간 도시와 

공장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농촌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었다(육성으

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2015). 하지만 새마을운동이 태동하던 1970

년대 초 국가 재정 상황은 농촌 전역에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면서 국가의 

주도 아래 전국의 모든 촌락에서 일제히 농촌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만큼 여유롭지 못했다. 따라서 국가로서는 정부 예산을 비롯한 행정력의 한

계로 인해 농촌사회 개발 과정에서 농민의 자조적 노력에 크게 의존할 수밖

에 없었다(김영미 2009, 356-358; 권기돈 2016, 101).

또한 새마을운동이 본격적으로 출범하기 이전부터 몇몇 농민들은 농촌 

근대화에 강한 의욕을 내비치며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생활수준 개선을 위

한 자생적 시도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었던 반면에 국가는 농촌사회 개발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청사진을 갖고 있지 않았다. 

요컨대 새마을운동이 시작될 무렵 국가는 새마을이라는 기치를 내걸었지만 

새마을을 향해 농민들을 이끌어갈 준비가 채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새마

을운동에서 많은 부분을 마을공동체에 맡기면서 농민들이 일군 새마을운동 

성공 사례로부터 마을 개발의 노하우를 배워 나갈 수밖에 없었다(김영미 

2009; 2012, 77).

한편 새마을운동 시기 국가가 마을 주민들이 상호 토의와 협력을 통해 

자율적으로 새마을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권장한 까닭은 새마을

운동 이전에 추진된 농촌부흥운동이 대부분 실패로 귀결된 전철을 밟지 않

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박정희 정권은 새마을운동 이전에도 농어촌 고리채 

정리사업, 재건국민운동, 4H 운동, 농특 사업 등 전국적 차원의 농촌부흥운

동을 여러 차례 추진했지만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2015).

박정희 정권은 1960년대의 농어촌 대책이 잇따라 실패한 원인은 하향식 

추진 방식에 있다고 보았다. 국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농민

들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국가에 더욱 의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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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만들 뿐 농촌의 생산성을 끌어올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행착

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박정희 정권은 새마을운동 추진 과정에서는 국

가가 직접 관여하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농민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

서 농민들이 자조 정신을 발휘하여 저마다의 새마을을 건설해 나가도록 독

려했다(박진도ㆍ한도현 1999, 41-43; 김대영 2004, 183-184; 육성으로 듣

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2015).

2. 자율성의 구체적 내용

새마을운동 시기 국가는 전국의 농촌으로 시멘트, 철근 등 지원 물자를 

내려보내면서 그것을 가지고 마을별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를 구

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대신 마을마다 자율적 의사결정을 통해 마을 실

정에 맞는 공동 사업을 선정하고 국가가 지원한 물자에 마을 주민들의 노동

력과 자본을 보태 사업을 진행할 것을 권장했다(박진도ㆍ한도현 1999, 

46-47). 국가로부터 내려온 물자를 가지고 마을에서 어떠한 종류의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는 마을 회의에서 주민들에 의해 직접 결정되었고, 국가는 주

민들이 결정한 새마을 사업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국가가 규정한 우

선순위에 따라 특정 사업을 추진할 것을 마을공동체에 강권하지 않았다.

새마을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마을공동체와 국가 사이의 자원 배

분은 국가가 새마을 사업 내용을 결정한 뒤 국가에 의해 수립된 계획에 따

라 유관 자원을 마을공동체로 내려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마을공동체가 자체

적으로 새마을 사업을 선정하고 인근 관청에 지원을 요청하면 국가가 마을

공동체의 새마을 사업 계획을 심사한 뒤 마을이 선정한 새마을 사업 중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박섭ㆍ이행 1997, 54). 마을공동체가 새마을운동 추진 과정에서 난관에 부

딪히거나 주민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국가는 상황에 직접 개입하

기보다는 마을공동체가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도록 마을공동체에 문제 해결을 일임했다(한도현 2010, 299).

새마을운동 시기 국가는 농촌지도소와 지방 공무원 조직을 통해 마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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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의 새마을 사업을 지도했다. 하지만 농민들은 마을의 전통과 관행, 그

리고 새마을 사업 현장의 실정에 맞게 국가의 지도를 선별적으로 수용했다

(김혜진 2007, 28-29). 새마을 사업을 둘러싼 의사결정에서 무엇보다 우선

시된 것은 국가의 지시가 아니라 마을의 환경과 여건이었다. 설령 국가가 

새마을 사업을 주도하는 경우일지라도 농민들은 사업의 추진이 자신에게 이

익이 되는지를 계산하여 사업별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

예컨대 농민들은 국가로부터의 지원을 포기하는 대신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새마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심재호 외 1972; 김대영 2004, 

186에서 재인용). 또한 국가에 의해 제시된 새마을 사업이 마을의 이해관계

와 맞지 않는 경우 농민들은 국가의 지시를 의도적으로 회피할 수 있었고, 

국가의 눈을 피해 자비를 들여 추진한 사업을 통해 더욱 큰 소득을 거둔 

마을공동체의 사례 또한 왕왕 존재한다(김영미 2009, 221-229; 2012, 74; 

윤충로 2014, 229-230). 이처럼 새마을운동 시기 마을공동체와 국가의 생

각이 항상 일치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새마을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의 의견이 큰 폭으로 반영되었으며 때로는 마을공동체

가 국가의 지시와는 어긋나는 방향으로 새마을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도 있

었다는 사실은 국가가 새마을 사업 전반에 걸쳐 농민들의 자율적 선택을 존

중했음을 시사한다.

국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된 과거의 농촌부흥운동과는 달리 새마을운

동은 추진 과정에서 마을공동체에 상당한 자율성을 보장했기 때문에 큰 성

과를 거둘 수 있었다. 새마을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는 데 마을공동

체가 높은 정도로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마을 주민들이 새마

을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

다. 오스트롬(E. Ostrom 2010, 191-192)에 따르면 최소한의 자치 조직권

이 보장된 공동체에서는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고 유지해 온 질서가 외부의 

간섭에 의해 허물어지지 않고 지속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공동체 내부를 규율하는 규칙 체계를 만들고 관리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새마을운동 시기 주민들의 자율적 의사결정과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마다 다양한 새마을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된 것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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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 고유한 조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새마을운동을 자유롭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권한이 마을공동체에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였다.

3. 자율성의 변질

그러나 국가가 마을공동체가 주민들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새마을 사업

을 얼마든지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의 자율성을 전적으로 존중

한 것은 아니었다. 1972년 10월 헌정 질서를 중단하고 유신을 선포한 이후 

긴급조치를 비롯한 초헌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고 국

가기구와 관제 사회조직을 통해 시민사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박정희 정

권의 폭압적 면모를 고려한다면 새마을운동 시기 마을공동체의 자율성은 언

제라도 국가에 의해 쉽게 침해될 수 있는 취약한 것이었다.

국가는 때때로 새마을운동의 추진 방향 및 내용을 둘러싸고 마을공동체

와 충돌했고, 종국에는 박정희 정권의 정치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

로 새마을운동을 전유하기 위해 물리력과 행정 조직을 동원하여 농민들을 

겁박하고 억누르는 데까지 이르렀다. 새마을운동은 농촌에서 박정희 정권의 

지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국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된 국민

운동이라는 인상, 그리고 새마을운동은 박정희 정권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로서 새마을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농민들은 동원과 착취의 대

상에 불과했다는 부정적 인식은 바로 이러한 사실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여

겨진다.

새마을운동은 초기에는 농민들의 자율성을 상당 정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새마을운동의 성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새마을운동을 

국가시책의 최우선 과업으로 추진한다”는 박정희의 강력한 의지로 인해 새

마을운동 추진 과정에서 국가 개입이 점차 강화되었다. 정부 조직 안에 새

마을운동을 전담하는 기구가 생겨났고 국가의 의도에 따라 새마을 사업이 

추가 또는 변경되기도 했다. 새마을운동에서 국가가 간섭하는 영역이 확대

되고 새마을운동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박정희 정권의 의도가 

노골화됨에 따라 새마을운동은 농민의 손으로 새마을을 건설해 가는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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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개발 운동에서 유신 이념의 실천 도장으로 변질되어 갔다(박진도ㆍ한도

현 1999, 48-49; 오유석 2005, 203; 소진광 2007, 107).17)

국가가 차츰 새마을운동의 전면에 나섬에 따라 새마을운동이 태동할 무

렵 마을공동체에 주어진 자율성은 위축되어 갔다. 마을 주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계획된 보여주기식 사업이 국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과정

에서 공무원과 주민 모두 국가로부터 하달된 사업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다. 국가가 농민들의 불만을 묵살하고 농민들에게 과도한 경제

적 부담을 강요하면서까지 새마을 사업을 떠맡기는 경우도 많았다. 잘사는 

농촌을 목표로 추진된 운동이 국가에 의한 무리한 추진 방식으로 인해 도리

어 농촌의 경제적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새마을운동은 일

각에서 ‘외화내빈(外華內貧)’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박진도ㆍ한도현 

1999, 53-54; 김영미 2009).

마을의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국가의 주도 아래 무분별적으로 진행되는 

새마을운동에 농민들은 잇따라 불만을 표출했다. 하지만 국가는 농민의 반

발을 폭력적으로 억눌렀다. 농민이 국가의 새마을 사업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 국가가 농민의 저항에 대응하던 방식은 흔히 “불도저를 동원하여 강제로 

17) 다만 유신 이후 박정희가 새마을운동을 자신의 권력 기반 유지를 위한 개인적 

도구로 활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대 의견이 존재한다. 반론의 요지는 

당시 박정희가 사회 통제와 대중 동원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은 중앙정보부

를 비롯하여 무수히 많이 존재했기 때문에 박정희로서는 굳이 새마을운동까지 정

치적 도구로 활용할 필요가 없었으며,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중앙정치 차원의 정치

엘리트로 발탁된 인물은 거의 없었다는 사실 등에서 알 수 있듯 박정희는 실제로 

새마을운동을 통해 자신을 지지하는 별도의 농촌 내 정치 조직이나 세력을 구축하

려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새마을운동에 대한 농민들의 지

지와 참여는 정권에 의해 동원된 것이라기보다는 자발적인 것이었고, 새마을운동을 

관할하는 정부 조직의 규모와 역할은 박정희의 지시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되었

으나 이는 순전히 농촌사회 개발에 대한 박정희의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며, 도

리어 최고 권력자 박정희의 관심과 후원은 새마을운동이 유지될 수 있었던 원동력

이 되었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의 변질은 박정희의 사망 이후 제5공화국이 들어서면

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아쿠아 1981, 403-413; 고건 2013; 육성으로 듣

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2015, 101-10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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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버린다”는 말로 요약되곤 한다(박진도ㆍ한도현 1999, 75; 오유석 2005, 

206). 국가의 강권으로 통일벼 사업이 추진되던 마을에서 통일벼를 심지 않

은 논이 발견되었을 때 면사무소에서 시찰을 나온 직원이 논에 들어가 벼를 

짓밟아 버린 사례에서 잘 드러나듯(유병용 외 2001, 88-89) 정부에서 내려

보낸 새마을운동을 거부하는 마을공동체를 상대하는 국가의 태도는 신경질

적이면서 극단적이었다.

4. 두 얼굴의 국가

요컨대 새마을운동 시기 농민들이 대면했던 국가는 유화와 강경 어느 한 

측면만으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양면적인 존재였다. 새마을운동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농민들에게 다가온 국가의 모습은 “농가 소득과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자극”과 “회피하기 어려운 외적 강제력”이 혼재

된 복합적인 것이었다(오유석 2005, 203). 새마을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

는 과정에서 국가가 마을공동체에 허용한 자율성의 범위는 시기와 상황에 

따라 크게 달랐고, 이러한 차이는 새마을운동의 전개 과정 및 결과에 고스

란히 영향을 미쳤다.

새마을운동을 긍정과 부정, 농민과 국가의 이분법으로 바라보는 기존의 

관점에서는 새마을운동 시기 국가가 관용과 억압이라는 두 얼굴을 지닌 야

누스(Janus)의 형상을 띠었다는 사실이 간과되어 있다. 새마을운동 시기 마

을공동체가 상대한 국가의 외양은 마을마다 크게 달랐고, 새마을운동에 대

한 농민들의 반응 및 태도 또한 그들이 어떠한 성격의 국가를 상대했는지에 

따라 제각기 달랐다. 따라서 새마을운동 시기 민관 관계의 다면적 특성 중

에서 어느 한 가지만으로 새마을운동을 규정하고자 하는 이분법적 사고는 

새마을운동을 이해하고 설명함에 있어 분명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마을공동체가 새마을운동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누

릴 수 있었다는 점에만 초점을 맞추는 시각에서는 농민들의 반대에도 불구

하고 일선 행정 기관에 의해 강압적으로 추진된 새마을 사업들을 설명하지 

못한다. 반면 새마을운동이 박정희 정권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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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으로 활용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국가는 농민을 폭력적으로 몰아붙였다는 

점에만 집중하면서 새마을운동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 따르면 국가

가 제시한 ‘잘살아보세’라는 명분에 열광하며 새마을운동에 자발적으로 가담

한 농민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렵다.

한편 새마을운동은 대략 10년에 달하는 긴 시간 동안 지속되었다는 점에

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큰 성과를 거둔 운동이었다고 볼 수 있지

만 다른 한편 새마을운동이 그 이상 지속되는 데에는 실패했다는 사실로부

터 새마을운동 시기 국가의 이중적 면모를 엿볼 수 있다는 해석도 존재한

다. 새마을운동은 국가가 마냥 일방적으로만 밀어붙인 관제운동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전의 농촌부흥운동들처럼 이렇다 할 소득 없이 금세 소멸하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새마을운동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면서 국가가 

새마을운동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주된 목적이 농촌 근대화에서 정치적 

동원으로 점차 변질되었기 때문에 박정희 정권의 몰락과 동시에 새마을운동

은 이내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는 것이다(고건 2013;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

적 편찬위원회 2015, 101-102에서 재인용). 이처럼 주민들의 자율적 의지

를 바탕으로 새마을운동을 추진해 나갈 수 권한이 마을공동체에 주어졌는지

에 따라 새마을운동의 운명이 좌우되었다는 점에서 결국 새마을운동 추진 

과정에서 마을공동체가 누릴 수 있었던 자율성의 범위는 새마을운동의 성공

과 실패를 가른 핵심적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제 2 절 물질적 지원

1. 주민 참여의 물질적 기반

새마을운동 시기 마을공동체가 국가의 영향력으로부터 비교적 자율적인 

존재였고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주된 동력으로 새마을 사업이 전개

되었다고 해서 새마을운동에서 국가의 역할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

니었다. 애초에 마을공동체는 국가와 단절적으로 존재할 수 없을뿐더러(아

쿠아 1981, 406) 마을공동체가 새마을운동 추진 과정에서 누릴 수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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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도 그 근원을 따라가 보면 국가로부터 주어진 것이었다는 점에서 국

가는 마을공동체의 새마을운동에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었다. 새마을운동은 

몇몇 농민들의 잘살기 위한 자생적인 움직임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농촌 개

발에서 한 발짝 앞서 나간 마을의 사례가 전국 곳곳으로 전파되는 가운데 

농촌 주민들의 이기심과 무지를 극복하고 새마을운동이 농촌 전역에서 일제

히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국가의 물질적ㆍ비물질적 도움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새마을 사업에 투자된 재원 중 대부분은 마을 주민들에 의해 자체적으로 

충당되었다. 하지만 새마을 사업에는 상당한 규모의 국가 예산 또한 투입되

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새마을운동 시기 국가가 마을공동체로 

내려보낸 자본과 물자는 새마을운동의 점화 국면에서 농민들에게 새마을운

동에 참여할 경제적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새마을 사업에 주민들의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기제가 되었다(유병용 외 2001, 74; 오유석 2003, 477; 

소진광 2007, 99).

박정희 정권이 새마을운동을 출범시키면서 마을공동체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한 것은 이전에 국가 주도로 추진된 지역사회 개발 운동이 잇따

라 실패한 경험으로부터 얻은 교훈에서 비롯된 결정이었다. 재건국민운동, 

4H 운동 등 정부로부터의 물질적 지원 없이 농민들의 정신 개조에만 치중

했던 1960년대 농촌부흥운동들은 당시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던 농민들로부

터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했고 결국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 실패했다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2015). 따라서 박정희 정권은 새마을

운동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마을공동체의 새마을 사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이러한 전략은 중앙정부에 의해 

사전에 계획된 것이라기보다는 우연의 산물에 가까웠지만, 결과적으로 국가

가 새마을 사업 자금 일부를 보조해 줌으로써 새마을 사업 초기에 농민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몫이 가벼워짐에 따라 보다 많은 농민들이 새마

을운동에 참여했고 새마을운동은 빠른 속도로 확산해 나갈 수 있었다.

국가의 물질적 지원이 어떻게 새마을 사업에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유

도할 수 있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다룬 사회적 딜레마 개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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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가야 한다. 요컨대 국가의 물질적 지원은 마을공동체가 새마을운

동이라는 집합행동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회적 딜레마 상황에 빠지게

끔 만드는, 합리적 개인의 무임승차 동기를 약화시켰다. 만약 마을공동체 

내에 새마을 사업에 들어가는 자원이 하나도 축적되어 있지 않은 백지상태

에서 주민들에게 새마을운동에 필요한 물자와 노동력을 내놓을 것을 요청했

다면 마을 주민 중에서 어느 누구도 마을공동체의 요구에 흔쾌히 응하려 하

지 않았을 것이다. 굳이 마을 공동 사업에 투자금을 내놓지 않더라도 다른 

주민들이 내놓은 자금으로 사업이 성사된다면 무임승차를 통해 자기 돈을 

들여 사업을 추진한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마을 공동 사업으로부터의 이익을 

누릴 수 있을뿐더러 설령 자신이 마을 일에 자기 재산을 내놓더라도 이웃 

주민들이 자신을 따라 마을 공동 사업에 재산을 희사한다는 보장이 없으므

로 자신만 ‘순진한 바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가 새마을 사

업 초기에 드는 비용을 일부 지원함에 따라 주민 개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한층 가벼워졌고, 따라서 농민들은 보다 쉽게 새마을 사업에의 협력

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즉 국가로부터 내려온 물자는 새마을 사업 참여

의 기회비용을 큰 폭으로 경감시킴으로써 주민들이 마을 공동 사업에 협력

하는 것을 주저하게끔 만드는 “초기 장벽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한 것이다

(권기돈 2016, 101-102).

국가로부터 내려온 물자와 지원금은 새마을 사업의 종잣돈이 되었다. 국

가는 새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금, 시설, 자재 중 일부를 지원

했고 마을공동체에 내려보낸 설비를 사용하는 데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면 

농촌지도소를 통해 농민들을 대상으로 기술 교육도 진행했다. 국가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물자가 지원되기 때문에 과거에 주민들의 힘만으로는 해내기 

어려웠던 마을의 숙원 사업도 이제는 자신들이 노동력만 제공한다면 충분히 

달성해낼 수 있다는 생각은 주민들의 새마을운동 참여 의지를 북돋았다. 이

처럼 국가의 지원은 농민들이 새마을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물질적 기반

을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마을공동체 안에서 새마을 사업이 성사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김수경ㆍ최은봉 2005, 40; 차철욱 

2016, 19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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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새마을운동의 효시 격인 새마을 가꾸기 운동의 시작과 함께 박정희 

정권이 농촌 전역에 일제히 내려보낸 시멘트는 결과적으로 새마을운동의 기

폭제가 되었다. 1970년 10월 박정희 정권은 주민들이 마을 공동 사업을 추

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의 33,000여 농어촌 마을에 마을마다 

300~350포대씩의 시멘트를 무상으로 배포했다. 이는 당시 시멘트 업계의 

불황과 자금난으로 인해 남아도는 시멘트 재고를 처리하기 위한 긴급 대책

으로 매우 우연히 결정된 사건이었다. 따라서 박정희 정권은 국가가 배급한 

시멘트를 가지고 마을 공동 사업을 실시하도록 지시했을 뿐 시멘트의 구체

적 용처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어떠한 구상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

만 막상 시멘트가 전국으로 보급된 뒤 마을마다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추진

된 새마을 가꾸기 운동의 성과를 관찰한 결과 박정희 정권은 공짜 시멘트에 

대한 농촌 대중의 반응이 매우 좋았을 뿐만 아니라 몇몇 마을에서는 주민들

이 행정 기관의 지도 없이도 국가로부터 내려온 시멘트에 현지에서 조달 가

능한 자재와 주민들의 노동력을 보태 마을 자치 조직과 훌륭한 지도자를 중

심으로 한데 뭉쳐 추진한 마을 공동 사업에서 기대 이상의 실적을 거두었다

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마을 조직과 지

도자를 중심으로 한데 뭉쳐 마을 공동 사업을 능동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해 

나갔다. 공짜 시멘트는 마을공동체로서는 주민들의 힘으로 ‘새마을’을 건설

해 나갈 기회로 다가왔고, 박정희 정권은 공짜 시멘트가 촉발한 마을 공동 

사업으로부터 국가의 물질적 지원을 촉매로 삼아 농민들의 자조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운동’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전국의 농촌 마을에 

무상으로 배포된 시멘트는 마을공동체와 국가 양자가 새마을운동에 확신을 

갖고 새마을 사업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동시에 새마

을운동 시기 국가의 물질적 지원이 매우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박진도ㆍ한도현 1999; 김영미 2009, 361-363;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2015, 71; 권기돈 2016, 73-74).

한편 그간 이렇다 할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국가의 새마을 사업 지원

과 관련하여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마을공동체의 새마을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된 외부 재원의 출처가 국가 예산에 국한되지만은 않았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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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농촌새마을운동과는 달리 도시새마을운동은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는 

데 실패했지만 새마을운동 분위기를 농촌에서 도시로까지 확산하고자 했던 

박정희 정권의 시도는 예기치 않게 도시에서 농촌으로 자본이 유입되는 계

기가 되었다. 도시에 거주하는 출향민들이 농촌에서 한창 진행되는 새마을

운동에 자극을 받고 고향 발전을 위해 기꺼이 고향 마을로 후원금을 내려보

냈기 때문이다. 출향 인사들의 후원금이 새마을 사업의 종잣돈이 되었다는 

언급은 여러 마을의 새마을운동 사례에서 확인된다(김영미 2009, 198-199; 

차철욱 2016, 192). 이처럼 국가로부터의 물질적 지원은 정부의 공식 문서

에 기록된 것 이상의 큰 규모로 광범하게 이뤄진 것이었으며 마을 주민들만

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사업도 되게끔 만들었다는 점에서 새마을운동의 성

공 요인 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2. 선별적ㆍ조건부적 지원의 효과

그러나 새마을운동 시기 국가가 마을공동체로 상당한 규모의 지원금과 

물자를 내려보냈다고 해서 국가의 물질적 지원이 그 자체로 새마을운동의 

성공을 담보한 것은 아니었다. 새마을운동 시기 국가의 물질적 지원이 효과

적일 수 있었던 까닭은 지원이 이뤄진 구체적 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와 관련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국가의 지원이 일회성에 그친 것이 아니

라 마을공동체가 새마을 사업에서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선별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이다.

1970년 10월 박정희 정권이 농촌으로 내려보낸 시멘트의 양은 마을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시멘트를 가지고 추진된 새마을 사업 실

적은 마을마다 천차만별이었다. 어떤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국가가 배포한 

시멘트를 가지고 마을의 사정에 맞게 마을 공동 사업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

지만, 다른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국가로부터 받은 시멘트를 개별적으로 나

눠 갖거나 심지어 시멘트를 무의미하게 방치하는 바람에 시멘트가 굳어 못 

쓰게 되는 등 국가가 지급한 시멘트가 마을 공동 사업의 밑거름이 되지 못

하고 국가가 본래 의도했던 바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김영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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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이영훈 2016, 478-479).

박정희는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된 시멘트로 전국의 농촌 마을에서 

일제히 진행된 1차 새마을 가꾸기 운동의 성과를 보고받고 난 뒤 이전 기

(期)의 새마을 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마을에만 물자와 보조금을 추

가로 제공하고 새마을 사업의 성과가 부진했던 마을에는 지원을 중단할 것

을 지시했다. 1973년부터는 주민들이 마을 내 리더십을 중심으로 추진해 나

간 공동 사업의 성과에 따라 전국의 마을을 기초마을, 자조마을, 자립마을 

세 단계로 분류하고 마을 개발 실적이 우수한 마을에 지원을 집중했다(유병

용 외 2001, 69; 소진광 2007, 102-104; 권기돈 2016, 74-75; 이영훈 

2016, 479).18)

내무부와 공화당이 지원이 끊긴 마을에서 정권에 대한 앙심을 품음으로 

인해 선별적 지원 정책이 행여 선거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

려하여 선별적 지원 방침을 철회할 것을 박정희에게 건의했으나 ‘신상필벌

(信賞必罰)’이라는 박정희의 신념은 매우 완고했다. 박정희는 정치적 유불리

를 고려하지 말고 새마을 사업의 성과가 미진한 마을에는 과감히 지원을 끊

고 주민들이 새마을 사업에 열심히 참여하는 가운데 새마을 사업에서 구체

적 성과를 거둔 마을에만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을 행정 당국에 강력히 

주문했다(박진도ㆍ한도현 1999, 47;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2015, 71-72). 선별적 지원 방침에 대한 박정희의 강경한 태도는 농민에게 

“공짜 돈”만 준다고 해서 새마을운동이 저절로 성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

에 “농민에게 거저 주기만 해선 안 된다”는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육

18) 1973년 당시 34,665개 마을 중 기초마을은 18,415개, 자조마을은 13,943개로 

대다수 마을은 기초마을 또는 자조마을로 분류되었고 자립마을은 2,307개에 불과

했다(내무부 1980, 22; 이영훈 2016, 479에서 재인용). 이처럼 극히 적은 수의 마

을만이 자립마을로 분류되었던 것은 마을공동체가 자립마을로 선정되어 대통령으로

부터 하사금을 받기 위해서는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증대라는 새마을운동의 양대 

목표와 관련된 일정한 기준을 달성해야 했기 때문이다. 자립마을로 선정되기 위해 

마을 차원에서는 마을 공동 시설을 짓고 마을 기금을 확충해야 했고, 개별 가구 차

원에서는 지붕 및 담장 개선을 완료하고 호당 소득 또한 일정 금액을 넘겨야 했다

(이영훈 2016, 479-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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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2015, 44).

새마을운동 시기 국가는 모든 마을에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기 어려웠던 

당시 국가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특정 마을에 지원을 집중

하는 전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선별적 지원 정책을 통해 국가

로부터의 지원을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을과의 경쟁에서 이

겨 스스로 얻어내야 하는 보상으로 만듦으로써 국가는 농민들이 새마을운동

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끔 유도할 수 있었다. 실제로 1971년 새마을 가꾸기 

사업의 성과를 기준으로 1972년에는 전국의 33,000여 마을 중 16,600개 마

을에만 시멘트 500부대와 철근 1톤씩을 추가로 지급하고 나머지 마을에는 

지원을 중단하자 이전 해의 새마을 사업 실적이 좋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6,000여 마을이 새마을 사업에 자진해서 참가했다(이영훈 2016, 

479). 이처럼 국가가 마을을 몇 개의 범주로 분류하고 선별적 지원 정책을 

선언함과 동시에 지원이 중단된 마을 중 상당수가 뒤늦게나마 새마을 사업

에 뛰어든 것은 국가의 선별적 지원 방침이 농민의 자발적 참여와 투자를 

이끌어내는 마중물로써 매우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준다.

만약 국가의 지원이 일회적인 것이었다면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물자와 

자본이 소진되고 난 뒤 마을공동체는 사회적 딜레마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게 되었을 것이다. 국가로부터 더 이상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새마을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마을공동체 속 개인

들에게 새마을 사업에 필요한 자원을 징발해야 하는데, 앞서 여러 차례 설

명한 바와 같이 새마을 사업이라는 마을 단위의 집합행동 상황에서 합리적 

개인이라면 자신은 새마을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노

력으로 달성된 새마을 사업으로부터 이익만을 취하는 무임승차를 선택할 수 

있을뿐더러 다른 주민들도 새마을 사업에 참여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새마을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자칫 자신만 ‘순진한 바보’

가 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할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이 새마을 사업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둔 마을에 한해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선별적 지원 방침을 택함에 따라 마을공동체로서

는 이전 기의 새마을 사업 성과에 따라 다음 기에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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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었고, 국가로부터 계속해서 지원을 받기 위해

서는 새마을 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야 했다. 즉 박정희 정권의 선

별적 지원 정책으로 인해 농민들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내기 위해 새마

을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서 성과를 내야 할 이유를 갖게 되었다. 또한 

마을공동체가 선별적 지원 대상 마을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른 마을보다 

새마을 사업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실적을 거둬야 했기 때문에 농민들은 

경쟁적으로 새마을 사업에 매달렸고, 다른 마을과의 경쟁 심리는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새마을 사업에 투자를 늘려 나가는 데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

다.

한편 박정희 정권은 새마을 사업에 농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을

공동체를 기본 단위로 농촌 전역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면서도 국가의 지

원이 마을 공동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헛되게 쓰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해 지원의 구체적 방식에 있어서도 전략적 사고를 가동했다. 우선 물자의 

용처를 마을 공동 사업으로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일부 주민이 개인적 목

적으로 물자를 이용하지 못하게끔 방지했다. 만약 주민들이 새마을 사업에 

쓰도록 내려보낸 물자를 마을 공동 사업이 아닌 다른 용처에 사용했을 경우 

그 마을에는 추후 지원을 중단했다. 또한 현물에 비해 다른 용도로 쉽게 유

용할 수 있는 현금보다는 시멘트, 철근 등 새마을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이 있는 현물 위주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자원을 마

을 주민들이 제각기 나눠 가져 개인적으로 소진해 버리거나 마을 공동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유용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김영미 2012; 권기돈 2016).

이처럼 새마을운동 시기 국가는 마을공동체의 새마을 사업에 물자와 자

본을 지원함에 있어 지원의 방식 하나하나를 세심히 고려함으로써 한정된 

예산에서 나오는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 그 결과 박정희 정권이 

선별적 지원 방침을 처음으로 천명한 1973년에는 전국의 30,000여 마을 중

에서 자립마을의 비율이 10%도 채 되지 않았던 반면에 박정희가 사망한 

1979년에는 전국 34,871개 마을 중 33,893개 마을이 자립마을로 선정되어 

전체 마을 중 자립마을의 비율이 97%까지 증가했다. 이처럼 새마을운동이 

사실상 완료되는 시점에 이르러서는 거의 모든 마을이 자립마을의 반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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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선 데에서 알 수 있듯(이영훈 2016, 481) 박정희 정권의 선별적ㆍ조건

부적 지원 정책은 새마을운동이 거대한 불길이 되어 농촌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 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

제 3 절 ‘새마을 규범’의 내면화

1. 국민적 정신혁명

‘잘살아보세’라는 표어에서 여실히 드러나듯 새마을운동의 궁극적 목표는 

잘살기였다.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새마을운동은 마을이라는 집

합적 단위에서 소득증대와 환경개선을 통해 풍요로운 농촌을 건설하고자 한 

운동이었다. 하지만 새마을운동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잘살기만을 추구한 운

동은 아니었다. 새마을운동 시기에는 소득증대, 환경개선과 더불어 의식개혁

이 매우 강력하게 추진되었으며 새마을운동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생활수

준 개선과 의식개혁이라는 양대 목표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

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정희는 “도덕은 제2의 경제”라는 구호를 내걸며 새마을운동이 성공하

기 위해서는 농촌 주민들의 의식개혁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

조했고, 의식개혁의 필요성은 새마을운동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언급되었

다. 새마을운동의 주무 부처였던 내무부가 새마을운동에서 추구해야 할 세 

가지 본질적 목표로 소득증대, 복지와 함께 의식개혁을 선정했을 정도로 새

마을운동 시기 박정희 정권이 의식개혁에 대해 내비친 관심과 열정은 매우 

각별했다. 이러한 점을 들어 새마을운동은 전 국민의 가치관과 태도를 개조

함으로써 개인과 사회를 완전히 뜯어고치겠다는 박정희의 의지가 반영된 

“정신혁명”, 또는 “사회공학”으로 묘사되곤 한다(김광웅ㆍ네스 1981, 507; 

리드 1981, 266; 권기돈 2016; 이영훈 2016, 482).

그렇다면 박정희는 어떠한 이유에서 새마을운동에서 의식개혁을 강조했

던 것일까? 박정희가 의식개혁을 통해 만들고자 했던 농민의 모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새마을운동 시기 박정희의 수사에서 의식개혁의 구체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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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근거와 관련된 체계적인 이론 또는 철학이 발견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박정희가 새마을운동을 통해 이룩하고자 했던 의식개혁의 목표가 무엇이었

는지, 그리고 새마을운동을 통해 주입된 새로운 가치관과 태도가 새마을 사

업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고와 행위를 좌

우하는 이데올로기의 힘을 설명하는 몇몇 이론들을 통해 거칠게나마 짐작해 

볼 수 있다.

2. 개발 도덕화

박정희에 따르면 농촌의 근대화는 정신의 근대화가 선행되어야만 가능한 

것이었다. 농촌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오랫동안 농민들의 생활세계를 지배

해 온 체념, 의타심, 나태 등과 같은 전근대적 가치관에 있기 때문에 기나

긴 가난의 세월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의식개혁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는 것이 박정희의 해석이었다(박진도ㆍ한도현 1999, 74-76;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2015).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이 개인의 판단과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

는지를 설명하는 이론들을 바탕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박정희의 주장에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오스트롬(E. Ostrom 

2010, 78-80)에 따르면 합리적 개인의 의사결정은 선택의 결과로부터 기대

되는 비용과 편익을 비교한 결과와 더불어 내면적 규범과 할인율이 동시에 

고려된 결과이다. 개인이 어떠한 가치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는지, 그리

고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에 비해 얼마나 높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여러 선

택지 중에서 무엇이 자신에게 더욱 큰 이익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모든 개인은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어떠한 전략 또

는 행동을 취할 것인지를 결정하며, 개인이 어떠한 내면적 규범을 지니고 

있는지에 따라 여러 선택지 중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제각기 달라진다. 특히 공동체 안에서 다수의 구성원

이 특정 규범을 공유하고 있다면 개인으로서는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

는 것을 죄스럽게 여기고 꺼리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의 내면적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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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공동체 내 보편적 가치는 개인들이 어떤 행위를 하도록, 또는 어떤 행위

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동인이 된다.

그런데 내면적 규범과 사회적 가치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의도적ㆍ전략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

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베버(Max Weber)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이 출

간된 이후 경제성장의 전제조건이 되는 특정 문화적 규범이 존재하는지, 만

약 그러한 규범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는 지

속적인 관심 및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주장은 

문화란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의식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특히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성장과 지역사회 개발에 적합한 방향으로 노

동윤리를 변화시키는 사회화ㆍ정치화 과정, 이른바 “개발 도덕화”가 지속적

으로 이뤄져 왔다는 것이다(김광웅ㆍ네스 1981, 503-505; 권기돈 2016, 

59-67).

경제성장에 적합한 방향으로 가치관과 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근대적 개

인을 “노동하는 동물(animal laborans)”로 다시 태어나게끔 만드는 과정으

로 개발 도덕화라는 개념을 정의한다면 박정희 정권이 새마을운동을 통해 

추진하고자 했던 의식개혁은 개발 도덕화의 정의에 정확하게 들어맞는다. 

박정희의 연설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무엇이었는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박정희가 농촌 대중에게 주입하고자 했던 소위 ‘새마을 정신’의 핵

심은 근면, 협동, 자립, 검약 등이었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지역사회 개발과 

경제성장에 필요한 윤리로서 강조되어 온 정신적 가치들이었다. 즉 새마을

운동 시기 박정희 정권이 추구했던 국민적 정신혁명은 농민들의 생활세계에 

깊숙이 들어가 근면한 노동을 방해하는 전근대적 가치관을 일소하고 그 자

리에 근대화라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새겨넣음으로써 농민들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자 한 것이었다(김광웅ㆍ네스 1981, 509-510; 권기돈 2016, 

59-67).

3,000명 이상의 대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대학교 행정조사연

구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면, 협동, 확신, 이타심, 합리성 등 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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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신을 구성하는 중심적인 가치들에 대한 대중들의 인지 수준은 1970년

부터 1975년까지 불과 5년 사이에 최소 20%p, 일반적으로는 50%p 이상 

증가했다(김광웅ㆍ네스 1981, 524-525). 이러한 사실로부터 미루어 보건대 

박정희 정권의 개발 도덕화 시도는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새마을운동을 계기로 촉발된, 가치관과 생활 태도의 급격한 변화

를 통해 농민들은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를 두려

워하지 않고 직접 수립한 계획에 따라 자신의 손으로 새마을을 만들어나갈 

수 있게 되었다(황인정 1980, 73-83; 엄석진 2011a, 471에서 재인용). 

1978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새마을운동 시기 마을 주민들의 가치관 

변화 폭과 해당 마을에서 추진된 새마을 사업 성과는 대체로 정비례 관계에 

있었다(유훈 외 1980; 엄석진 2011a, 471-472에서 재인용). 즉 새마을운동 

시기 국가에서 농촌으로 퍼져 나간 근대적 노동윤리는 농민들이 근대화를 

구체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목표로 여기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하는 

동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끔 만듦으로써 마을 주민들의 새마을운동 참여 

의지를 고취하는 촉매가 되었던 것이다.

3. 전통에서 근대로

이처럼 박정희 정권은 농민들의 내면적 규범을 변화시킴으로써 농민들이 

새마을운동에 협력하도록 유도했고, 박정희 정권에 의해 의도적으로 재창조

된 내면적 규범은 물리적 강제력 또는 경제적 이익만큼이나 농민들이 새마

을운동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새마을운동 시기 

농촌 마을에서는 새벽종이 울리자마자 살기 좋은 새마을을 우리 힘으로 만

들러 너도나도 나가자는 ‘새마을 노래’가 끊임없이 울려 퍼진 데에서 알 수 

있듯 국가는 공격적이면서 전방위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새마을에 걸맞은 

새로운 근대적 가치관을 농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설파했다.

한편 농촌사회에 근대적 노동윤리를 주입하는 과정은 근면, 자조, 협동을 

통한 잘살기를 가로막는 전근대적 신념 체계를 적극적으로 파괴하는 작업과 

동시에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새마을운동 초기에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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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 전통적 생활 공간, 특히 ‘신성(神聖)’이 깃든 것으로 인식되어 온 영적 

공간을 허무는 공사가 빈번하게 진행되었다. 새마을운동 이전에 농민들의 

생활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것은 외부자의 눈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관습과 민간신앙이었다. 따라서 국가로서는 새마을운동이라는 농촌 근대화 

프로젝트에 농민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신성이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 

정당화되어 온 전근대적 가치관을 깨뜨리고 농민들의 머릿속에 근대화라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덧씌워야 했다(김영미 2009, 37-40).

마을 지도자들의 주도 아래 ‘장등’과 같은 영적 공간을 허물어버리고 온

갖 악운을 불러온다는 삼살(三煞)이 깃들어 있다는 초가지붕을 벗겨내는 과

정에서 일부 주민들, 특히 노년층은 맹렬하게 저항했다. 이들에게 장등을 

허물고 집을 부수는 것은 곧 수십 년 동안 의식구조 속에 뿌리 박혀 있던 

세계관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는 

마을 지도자들의 배후에서 이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새마을운동을 거치

면서 케케묵은 민간신앙이 타파되고 그 자리에 근대화라는 새로운 마을 신

앙이 들어서게 된 것은 국가의 의도가 강력하게 개입된 결과였다(김영미 

2009, 37-40;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2015, 212; 권기돈 

2016, 78-79).

한편에서는 새마을운동을 통해 이뤄진 정신적 근대화 과정에 대해 강력

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새마을운동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박정희 정권이 새마을운동을 통해 농민들의 의식 개조를 시도한 것은 농촌

의 빈곤을 직접적으로 야기한 산업화 시기 도농 간ㆍ산업 간 불균형 전략이

라는 구조적 모순을 은폐하고 농촌 문제의 책임을 개별 농민에게 전가하려

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국민적 정신혁명이라는 포장 뒤에 감춰진 의

식개혁의 정치적 성격을 비판한다(김영미 2009, 62). 국가가 근대화를 절대

적 선으로 추켜세우면서 마을 주민들의 전통적 삶의 원리와 공동체적 지혜

를 비롯한 근대화 이전의 모든 가치를 타파해야 하는 구습으로 일방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마을공동체의 고유한 개성과 정체성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

했다는 점도 새마을운동 시기 국가의 주도로 진행된 개발 도덕화 과정에 대

한 비판의 주된 요지이다(박진도ㆍ한도현 1999, 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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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새마을운동 시기 전국에서 대대적으로 추진된 의식혁명에는 박정희 

정권의 정치적 셈법이 내재해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새마을

운동의 이름 아래 진행된 의식개혁의 본래 의도가 무엇이었든 간에 개발 도

덕화 과정에서 농촌 전역에 전파된 근대적ㆍ자본주의적 가치관 및 태도가 

새마을운동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

다. 또한 몇몇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근대적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수

동적이라기보다는 적극적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오랫동안 

가부장적 문화에 속박되어 온 부녀자들은 새마을운동 시기 농촌으로 유입된 

근대적 가치관에 열렬히 호응하며 새마을운동을 통해 남편들의 음주, 노름, 

나태, 무기력으로 상징되는 구습에서 탈피하고 남성과 평등한 개인으로 올

라서기 위해 새마을 사업에 누구보다도 열성적으로 참여했다. 요컨대 새마

을 사업에의 협력을 가로막는 주민들의 이기적 동기를 완화하는 물질적 지

원과 병행된 ‘새마을 규범’의 내면화 과정은 비록 국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으로부터 일부 부정적 측면이 존재하면서도 농민들이 새마

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린 심리적 장애물을 극복하고 근대적 

생활세계로 편입되는 것을 보다 용이하게 만들어 주는 기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근대적 속에서 억압되어 온 마을 내 일부 구성원을 해방시키는 계

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여지 또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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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론

제 1 절 연구 결과

이 논문에서는 새마을운동의 전개 과정 및 결과는 마을마다 제각기 달랐

고 새마을운동 시기 농민과 국가의 모습, 그리고 농민과 국가가 서로 관계 

맺은 방식 또한 마을에 따라 매우 다양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마을마다 새

마을운동이 저마다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마을운동의 성

과에서도 마을에 따라 큰 편차가 나타난 까닭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새마

을운동에 참여한 세 주요 행위자 마을공동체, 새마을지도자, 국가를 중심으

로 살펴보고자 했다. 국가의 새마을운동과 농민의 새마을운동이 서로 분리

되어 진행된 것이 아니며 여러 행위자가 저마다 전개해 온 새마을운동‘들’

이 한데 연계되는 과정에서 새마을지도자가 마을 안팎을 넘나들면서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 방점을 두고 새마을운동을 마을공동체, 새마을운동, 국

가가 하나의 커다란 체계를 이루는 가운데 진행된 다중심적 운동으로 상정

하고 세 행위자의 내적 역량 차이와 행위자 간 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양성이 

새마을운동의 성과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들여다보았다. 마을공

동체, 새마을지도자, 국가의 여러 특성 중에서 새마을운동의 성과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아홉 가지 속성을 독립변수로 선정했고, 논문

의 본론에서는 이들 변수가 마을 단위 새마을운동의 성과에서 나타나는 다

양성을 설명함에 있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기반으로 하여 9

개 변수들이 실제로 마을공동체의 새마을운동 성과와 연관이 있는지를 여러 

마을의 새마을운동 사례를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 방법은 이 논문의 주된 이론적 자원이 된 오스트롬의 『공

유의 비극을 넘어』의 서술 방식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다. 오스트롬(E. 

Ostrom 2010)은 공유 자원의 감쇄 가능성이라는 공통된 문제 상황에 직면

한 자치 공동체들에 대한 경험적 사례 연구 결과를 한데 엮는 귀납적 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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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자치적 제도를 바탕으로 오랫동안 공유 

자원 관리에 성공해 온 공동체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으로 여덟 

가지 제도 디자인 원리를 제시했고, 다시 현실 속으로 돌아와 14개 자치 공

동체의 사례를 통해 제도 디자인 원리가 공동체의 제도적 성취를 설명하는 

데 얼마나 타당성을 갖는지, 다시 말해 제도 디자인 원리에 속하는 속성들

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공동체일수록 높은 확률로 공동체 안에서 공유 자원 

사용자들이 자신들이 만든 제도를 견고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제도를 통해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지를 검토했다.

사례

마을공동체 새마을지도자 국가
성공

여부

마을

자치

조직

규칙

체계

실효성

환경적

사회적

조건

최대

회원

선출과

권한

발굴과

교육

자율성

보장

물질적

지원

새마을

규범의

내면화

상서 O - O O - O - O O 성공

사곡2 O △ - O O - O O - 성공

군탄1 O X - O O △ - △ - 성공

하용두 △ X O O - - - O - 성공

아미 O - O O O O - O O 성공

대포2 O O O O O O - O - 성공

금곡1 O O O O O O - O - 성공

대천 O - O O - - △ O - 성공

고양 A △ X X O △ △ X △ - 실패

나래 O - △ O △ O X - - 실패

사리현2 △ X X X X X - - - 실패

문봉 △ X X X △ △ - X - 실패

동신 X - X X X △ X - - 실패

O: 명백하게 적용되어 있음

△: 취약한 형태로만 적용됨

X: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음

-: 관련 자료 없음

[표 7-1] 마을 안팎의 제도적 역량과 새마을운동의 성과



- 115 -

이 논문에서도 오스트롬의 자치 공동체 연구에서처럼 앞서 제시한 9가지 

변수와 13개 마을의 새마을운동 사례를 바탕으로 귀납적 일반화 과정을 거

쳐 새마을운동 시기 마을공동체, 새마을지도자, 국가의 내적 속성, 그리고 

세 행위자 사이 관계의 구체적 양상에 따라 마을공동체의 새마을운동 성과

가 좌우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가 [표 7-1]에 정리되어 있다.

[표 7-1]에 제시된 연구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 및 주장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새마을운동 시기 마을공동체 안팎의 제도적 역량과 새마을운동의 

성과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운동

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마을에서는 아홉 가지 변수 중 최소 세 가지, 대

개 5~7가지 특성이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반면 새마을운동이 실패한 마을

에서는 아홉 가지 변수 중 대다수가 전혀 적용되지 않거나 취약한 형태로만 

적용되고 있었다. 마을공동체, 새마을지도자, 국가 세 행위자의 내적 속성 

및 행위자 간 관계의 특성을 나타내는 아홉 가지 변수 중에서 사례로 선정

된 마을공동체가 충족하는 변수가 많을수록, 다시 말해 마을공동체 안팎의 

제도적 역량이 광대(廣大)할수록 새마을운동이 성공할 가능성이 컸다는 점

에서 이 논문에서 변수로 설정한 아홉 가지 제도적 역량은 새마을운동의 성

공 및 실패 여부를 상당히 잘 설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이 논문에서는 새마을운동을 마을이라는 집단적 단위에서 구성원 

공동의 노력을 통해 생활수준 개선이라는 집합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던 

집합행동으로 정의했다. 따라서 집합행동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

는 합리적 개인의 무임승차 동기를 제어할 수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규칙을 위반하는지 감시하고 적발된 규칙 위반자에 대해 처벌을 가할 수 있

는 제도적 장치의 존재 여부가 새마을운동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핵심

적인 요인이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여러 마을의 경험적 사례를 분석한 결

과 실제로 마을 주민들에 의해 추진된 새마을운동의 성과는 마을 차원의 합

의를 어긴 자에 대한 적발 및 처벌 기제가 마을공동체 안에 존재하는지에 

따라 결정적으로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새마을운동의 성과가 저조

했던 마을에서는 잠재적 무임승차자에 대한 감시 및 처벌 제도를 찾아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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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반면 새마을운동이 성공한 마을에서는 벌금 등 구체적 제도를 통해 

무임승차자에 대한 처벌을 가하거나 새마을 사업을 통해 얻은 집합적 이익

으로부터 무임승차자를 배제하거나 또는 오랫동안 주민들의 삶을 지배해 온 

호혜적 삶의 원리에 기대어 공동체를 사회적 딜레마 상황에 빠뜨리는, 구성

원들의 무임승차 동기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있었다.

셋째, 새마을운동이 시작될 무렵 마을공동체의 일상적 삶의 방식은 새마

을운동의 성과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새마을운동의 성과는 마을 자치 조

직의 활동, 마을 안팎의 환경적ㆍ사회적 조건 등 주민들의 삶 속에 깃들어 

있던, 마을의 고유한 역사와 환경에 따라 크게 좌우되었다. 특히 새마을운

동 이전부터 마을 회의를 비롯한 주민 자치 조직이 활발하게 활동해 온 마

을에서는 마을공동체가 새마을운동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도 기존의 주민 

조직을 가동하여 주민들로부터 새마을운동에 필요한 물자와 노동력을 효과

적으로 징발할 수 있었다. 반면 주민 자치 조직이 존재하지 않거나 마을 회

의에의 주민 참여가 미약했던 마을에서는 마을 차원의 결정이 주민들의 행

위에 구속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마을공동체가 주민들의 이기적 동기를 

제어하는 데 실패했고 새마을운동에 주민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

에 부딪혔다. 한편 마을 내 씨족의 개수 및 씨족 내ㆍ씨족 간 권력 구조, 

농가 소득 수준, 마을의 지리적 입지 등 마을마다 제각기 달랐던 환경적ㆍ

사회적 여건 또한 마을에 따라 마을 안에서 주민들의 자발적 협력을 통해 

새마을운동을 비롯한 집합행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을 보다 수월하게 또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넷째, 새마을지도자는 마을공동체, 국가와 더불어 새마을운동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 핵심적 행위자였음을 알 수 있었다. 새마을운동이 성공한 마

을에서는 주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된 새마을지도자가 마을 내 ‘최대 회원’

으로서 새마을 사업을 이끌면서 마을공동체의 새마을운동과 국가의 새마을

운동을 단단히 연계하는 역할을 했다. 마을 주민들의 요구와 행정 기관의 

지시는 새마을지도자에 의해 조율되었고, 주민들의 힘만으로 새마을운동과 

같은 지역사회 개발을 추진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마을에서는 마을 실정

에 대한 해박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마을 사업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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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끌어오는 새마을지도자의 역할이 더욱 막중했다. 한편 새마을지도자

연수원 입소 교육을 비롯하여 국가에 의해 전방위적으로 이뤄진 새마을지도

자 ‘만들기’ 과정을 거치면서 새마을지도자의 권위 및 소명의식은 더욱 강

화되었고, 국가로부터 주입된 새마을지도자로서의 정체성은 새마을지도자가 

고된 노동강도와 주민들로부터의 압박을 견디고 새마을 사업의 일선에 나설 

수 있게끔 만들었다. 새마을운동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마을에서는 한결같이 

마을공동체와 행정 기관 사이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새마을지도자를 찾아볼 

수 있었지만 반면에 새마을지도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마을에서는 새마

을운동이 대개 실패로 귀결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성공적인 새마을에는 반드

시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다”는 기존 연구들의 결론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국가의 조력 없이 마을공동체가 새마을운동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마을공동체와 국가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에 따라 마을 안에서 전개된 새마을운동 성과는 크게 달라졌

다. 마을공동체가 주민들의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새마을 사업을 계획하

고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이 국가에 의해 보장되지 않은 마을 중에서 새마을

운동이 성공한 마을은 단 한 마을도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국가로부터 물

질적 지원이 제공되지 않은 마을 중에서도 새마을운동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마을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처럼 새마을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

에서 국가로부터 일정한 자율성을 누릴 수 있고 동시에 국가로부터 어느 정

도 물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마을이라야만 새마을운동을 통해 소득증

대와 환경개선이라는 잘살기 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새마

을운동 시기 마을공동체가 상대한 국가의 모습, 그리고 마을공동체와 국가 

사이 관계의 구체적 양상이 마을공동체의 새마을운동 성과에 미친 영향은 

가히 절대적이었다.

여섯째, 새마을운동이 성공한 마을에서는 마을공동체, 새마을지도자, 국가 

세 행위자가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활발하게 상호작용하고 있었다. 반면 

새마을운동이 실패한 마을의 경우 마을공동체, 새마을지도자, 국가 세 행위

자 중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다른 행위자들과 단절된 채 동떨어져 있는 

행위자가 하나 이상 존재했다. 국가와 농민 어느 한쪽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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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새마을운동은 결코 성공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새마을운동의 주체를 국

가와 농민 중 어느 한쪽으로 규정하려 했던 그간의 이분법적 사고의 한계와 

더불어 박정희 시대 새마을운동의 다중심성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제 2 절 맺음말

박정희 시대 새마을운동은 마을공동체, 새마을지도자, 국가 세 행위자가 

손을 맞잡고 새마을이라는 결승점을 향해 내달린 3인 4각 경주에 비유할 

수 있다. 새마을운동이라는 집합행동 상황에 놓인 전국의 30,000여 마을공

동체는 서로 다른 출발점에 서 있었고 새마을운동을 통해 도착한 지점도 저

마다 달랐으며 그곳까지 도달하는 과정 역시 제각기 달랐다. 어떤 마을은 

새마을운동을 통해 잘사는 마을로 거듭나면서 근대적 생활세계를 향해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었지만 다른 마을에서는 새마을운동을 겪으며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더욱 격화되어 기존에 

존재하던 마을 자치 조직마저 존재 동력을 상실하는 등 새마을운동이 도리

어 부정적 결과만을 초래했다.

이처럼 새마을운동의 전개 과정 및 결과는 마을에 따라 크게 달랐기 때

문에 새마을운동을 긍정적 결과와 부정적 결과 중 어느 한쪽만으로 이해하

고 판단하려 하는 이분법적 관점은 타당하지 않다. 그보다는 마을 단위 새

마을운동의 전개 과정 및 결과에서 나타난 다양성에 주목하면서 다양성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여러 마을의 경험적 사례를 바탕으로 면밀하게 들여다

보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 논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박정희 시

대 새마을운동은 마을공동체, 새마을지도자, 국가 셋이 동시에 그리고 함께 

참여한 다중심적 운동이었으며, 따라서 새마을운동을 주도한 세 행위자의 

내적 속성, 그리고 행위자 간 관계의 성격에 따라 마을공동체가 새마을운동

에서 거둔 성과는 크게 좌우되었다. 그러한즉 새마을운동의 추진 양상 및 

성과에서 나타나는 마을 간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을 안팎의 제도적 

역량이 마을마다 각각 어떠했는지를 깊이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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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illages towards New Village

A Study of the Rural Saemaul Undong

in the Park Chung-hee Era

Sungsik Kang

Political Science Major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uring the Park Chung-hee era, rural villages participated in 

the Saemaul Undong(New Village Movement) in various forms, 

and thus saw different outcomes. However, existing research on 

the Saemaul Undong has analyzed the movement from a limited 

perspective. Most studies focused only on whether the results of 

the Saemaul Undong were positive or negative, and whether it 

was initiated by the villagers or the government. In fact, the 

complex reality of the Saemaul Undong has yet to be examined.

This study applied Elinor Ostrom’s institutional framework for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Saemaul Undong in various rural 

villages, and investigated the differences in the development and 

outcomes of the movement by village. The Saemaul Undong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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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d as collective action pursued by members of the rural 

community to improve their living standards. Inductive analysis 

was performed on 13 rural villages to determine how the 

outcomes of the Saemaul Undong in each rural community were 

influenced by factors such as the competency of key actors and 

the nature of interactions among actors.

The analysis revealed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institutional capacities within and outside the rural community 

and the outcomes of the Saemaul Undong. In the days of the 

Saemaul Undong, the villagers and the government were different 

for each village, and each rural community formed a unique 

relationship with the government. The complex, multi-layered 

interactions among rural communities, Saemaul leaders, and the 

government led to each village having different developments, and 

in turn, different outcomes depending on institutional capacities 

within and outside the village. These findings shed new light on 

the Saemaul Undong’s diversity and polycentricity, which were 

largely overlooked in past research.

Keywords : Saemaul Undong, Park Chung-hee Era, Rural Community, 

Collective Action, Saemaul Leader, Polycentricity,

Elinor Ostrom

Student Number : 2017-2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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