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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새마을운동은 한국식 농촌개발운동으로 지난 40여 년 동안 그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
가들이 제시되어 왔다. 새마을운동은 특히 1970년대 한국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 농업생
산성 향상, 주민의식 개혁 등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노화준, 2013;
고건, 2010).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정부는 새마을운동을 한국형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이하 ODA)의 모델로 선정하고, 새마을운동의 개발도
상국으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1).
흥미롭게도 새마을운동의 역사나 효과에 대한 많은 이론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새마을운
동을 정책학적 관점에서 이론화 하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새마을운동의
이론화 작업이 어려운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새마을운동이 많은 변형과정을 거쳐 왔다
는 점이다.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 초반에 시작하여 1970년대 중반과 후반에 걸쳐
사업내용과 성격이 변화해왔다. 1980년대에는 기존의 정부주도의 추진방식에서 민간주도의
운동으로 변화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단법인인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 중앙본부의 비리가 정치적 쟁점으로 등장하면서 새마을운동은 1990년대까지 침체기를
겪게 된다. 그러다가 2000년대에 들어 ODA 사업의 일환으로 새마을운동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의 내용은 국내의 새마을운동이 많은
변화를 거쳐 왔음을 시사한다.
새마을운동의 해외 이전은 정책의 또 다른 변형을 초래하였다. 새마을운동의 해외이전은
1990년대에 시작하여 2000년대에 급속히 증가하였고, 2013년 현재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
미 등지에서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해외 새마을운동은 2000년대의 개발도상국 농
촌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내의 새마을운동과는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인 배경이 상이
하다. 또한 사업에 따라 이전기관은 물론이고 대상국가의 정치적･사회적･역사적 상황, 대상
국 정부와 주민의 참여수준 또한 다양하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새마을운동이 개발도상국에
이전되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원형과는 다른 모습으로의 변형이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연구
가설 제시가 가능하다.
새마을운동의 원형과 변형의 문제는 정책의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적 측면에서도 그 중요
성을 찾을 수 있다. 먼저 정책변동(policy change)에 관한 기존의 연구(Mills 2000; Kingdon
1995; Baumgartner & Brian 1993; Domhoff 1990; Sabatier 1988; Hogwood & Peters 1983;
1) 정부는 해외 새마을운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1년 국무총리실을 중심으
로 새마을운동 추진체계를 재정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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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nsky 1989; Biklen 1983)는 주로 변동의 원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정책변동 사
례를 연구할 때 변동의 준거가 되는 원형(prototype)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논의들은 상
대적으로 적었다. 한편 정책이 다른 지역에 이전되면서 발생하는 정책변형은 정책이전
(policy transfer)과 관련된 연구(Dolowitz & Marsh 1996; 2000)에서 다루어졌다. 정책이전 이
론에서는 정책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단순하게 복사나 모방의 형태를 띠지 않고 변형
(modification)되거나 혼합(mixture)되는 현상이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
의 대상이 되는 정책이 단일한 실체(entity)가 아니라 그 자체로 오랜 변형과정을 거친 것이
라는 점에서 정책이전을 시도하는 주체가 해당 정책의 원형을 어떻게 재해석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마을운동의 원형을 탐색하고,
그 원형이 해외에 이전됨으로써 어떠한 변형이 나타났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
는 정책의 원형과 이전에 따른 변형을 설명함으로써 정책 변형에 관한 기존의 이론을 보완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한편 새마을운동의 원형과 변형에 대한 사례 연구는 실천적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새마을
운동을 개발도상국에 이전함에 있어 해당국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새마을운동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해외 새마을운동의 현지화를 강조하는 연구(임형백, 2011; 정기환 외,
2008; 전해황, 2006)는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에서도 새마을운
동의 현지화는 부수적인 것들에 국한되는 문제이며, 프로그램의 핵심내용은 한국 새마을운
동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즉, 새마을운동을 통해 한국의 독자적인 개
발경험을 전수하고, 이를 국가브랜드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개발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한국 고유의 새마을운동 모형을 전파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처럼 새마을운동의
원형에 기반한 개발도상국으로의 이전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이전하고자 하는 새마을운동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실제로 새마을운동이 개별 국가에 이전되었을 때 어떤 변형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중요한 연구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해외 새마을운동이 본격적으로 진
행된 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하였고,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연구
는 새마을운동의 해외 이전에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한국 새마을운동의 정책적인 원형을 탐색하고, 도출된 원형과 그
동안 수행된 해외 새마을운동 사례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해외 새마을운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사업수행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책원형과 변형에 관한 연구의 이론적 중요성을 검
토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그동안 진행된 새마을운동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이를 바
탕으로 한국 새마을운동의 원형을 정책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개발
도상국에 이전된 새마을운동이 그 원형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해외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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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운동 사례와 원형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대상으로는 성격이 다른 3개의 이전주체2)에
의해 각각 라오스와 캄보디아 2개국에서 시행된 총 6개의 새마을운동 사업을 선정하였다.
이 두 국가는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어 기후적인 조건은 유사하지만 정치적･사회적 조건
은 상이하다는 특징이 있고, 3개의 성격이 다른 사업주체에 의해 이전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서 새마을운동 변형의 다양성을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원형의 정책구
성요소를 중심으로 각각의 사례를 비교･검토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원형과 새마을운동의
변형인 해외 새마을운동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본 후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하였다.

Ⅱ. 정책원형의 모호성과 정책변동 및 정책이전
새마을운동의 해외이전에 따른 변형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새마을운동이 어
떻게 변화되어 왔는가와 함께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해외에 이전됨으로써 어떻게 변형되었
는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정책변형과 관련된 두 개의 이론을 적용
해볼 수 있다. 먼저 전자인 국내에서의 변형에 대해서는 정책변동(policy change)이론을 적용
해 볼 수 있고, 후자인 해외에서의 변형에 관해서는 정책이전(policy transfer)이론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정책은 정치, 사회, 경제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하나의 정책이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경우 정책의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오랜 역사적 맥락
을 가지고 변화해 왔다3).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가꾸기운동” 제창을 통해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기반조성단계(1970~1973), 사업확산단계(1974~1976), 효과심화단계(1977~1979),
2) 한국 정부기관으로 ODA를 전담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이하 KOICA)과 NGO인 새마을운동중앙회, 그리고 국제기구인 UN 산하의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
회(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Pacific: ESCAP, 이하 ESCAP)가 각각 라오스와 캄
보디아에서 진행한 사업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3) 새마을운동이 시작되기 이전에도 여러 역사적 맥락이 존재하고 있었다. 1930년대 김성수 등을 중심
으로 브나르도(Vnarod) 운동을 통해 식민지 지식인들이 농촌계몽운동을 전개하였고, 이러한 전통은
농촌계몽 지도자 형성의 단초를 마련하였다. 한편 1930년대 식민지 수탈에 의해 농촌이 피폐화됨에
따라 일제는 농촌지역이 정치적･경제적으로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 결과 농민통
제와 농업생산 독려를 목적으로 한 농촌진흥운동이 전개되는데 이는 전국적인 수준에서의 정부주도
의 농촌정책의 효시가 된다. 한편 한국전쟁 이후에도 1960년대 초 대학생들의 농촌계몽운동이 있었
고, 1962년 가나안 농군학교와 같은 조직이 생겨나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적지 않은 지식인들이
농촌사회에 투신하게 하는 단초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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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정비단계(1980~1989), 자율확대단계(1990~2000) 등의 변화과정을 거쳤고(새마을중앙회,
2000: 4~9), 2000년대에는 새마을 국제화 확산의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이 국내의
새마을운동은 40여년의 시간동안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이러한 새마을운동의 변형은 정책변동이론을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정책변동이론은
변동의 원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론으로 새마을운동 변화의 원인을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단절적 평형이론(punctuated equilibrium theory)의 관점(Baumgartner &
Brian, 1993)에서 보면 정권교체, 새마을운동본부 비리사건, 세계화의 가속화 등의 정치적･사
회적 요인으로 인해 새마을운동이 급격히 변화해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정책프레임의 변
화의 관점(Tversky & Kahneman, 1981)에서 본다면 국가주도형 농촌개발운동에서 참여가 강
조된 거버넌스형 공동체개발(community development)로 새마을운동을 새롭게 정의함에 따라
정책의 변동이 일어났다고 볼 수도 있다. 이 외에도 정치적 엘리트를 중심으로 변동을 설명
하는 관점(Mills, 2000; Domhoff, 1990)을 적용하여 대통령 등 정치적 행위자를 중심으로 변
화를 설명할 수도 있으며, 옹호연합모형(Sabatier, 1988)의 관점에서는 새마을중앙회, 새마을
지도자 그룹, 그리고 ODA 사업 추진기관들을 중심으로 새마을운동의 변화를 설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책변동이론은 변동의 원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변동의 대상이 되는 정책의
원형이 무엇인지에 관한 구체적이고 적절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즉, 정책의 원형
을 구성하는 정책의 목표, 주체, 전략, 세부실행계획과 같은 정책의 기본구성요소가 어떻게
변형되었는지를 설명하기보다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연구관심이 경도되어 있다. 이것은
정책변동이론의 중요한 연구공백이며, 따라서 정책변동이론을 해외 새마을운동의 변형을 설
명하는 데 직접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새마을운동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도 새마을운동의 원형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새마을운동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새마을운동의 이론화보다는 평가를
위한 작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많은 연구들은 새마을운동의 정치적･경제적 측면에 주목함
으로써 다소 대립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 측에서는 새마을운동의 경제적인 성과에
주목하여 농촌지역의 빈곤퇴치와 근대화, 경제개발에의 기여 등 긍정적인 입장에서 서술되
었고(정갑진, 2008; 박진환, 2005; 박섭･이행, 1997; 내무부, 1980a), 다른 한 편에서는 정치적
인 측면에서 당시 정권이 새마을운동을 통해 농민을 동원하고 농촌사회를 통제하였다고 부
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원, 2006; 김대영, 2004; 전재호, 2003; 아쿠아, 1981). 또한 최근
각광받고 있는 새마을운동에의 주민참여에 대해서도 한 편에서는 주민들이 자신들의 이해
관계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김흥순, 2000; 권태준･김광웅, 1981)고 보는 반면 다른 한
편에서는 정부가 강압적으로 주민들을 동원했다고 본다(조희연, 2004; 내무부, 1980a).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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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한국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양극단에 위치해 있고, 이러한 입장 차이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최근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의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새마을운동을
거버넌스형 지역개발사업으로 보는 연구(엄석진, 2011b; 호세전, 2010; 소진광, 2007a), 새마
을운동에 관한 국민의 인식에 관한 연구(이정주, 2011), 지방공무원들의 역할에 초점을 둔
연구(엄석진, 2011a), 여성의 역할에 중점을 둔 연구(최인이, 2008), 새마을운동의 정책적 재
설계와 발전적 평가에 관한 연구(노화준, 2010a)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기존연
구에서 설명하지 못한 부분에서 새마을운동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있으나 여전히 새마
을운동의 정책원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새마을운동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화 작업을 수행한 연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새마을운동의 원형을 구성하고자 한 최초의 연구인 권령민(2011)의 연구, 새마
을운동의 원형의 구성요소를 제시한 최양부(1978)의 연구, 새마을운동의 주체, 발전전략, 사
업관리, 리더십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이론화를 시도한 노화준(2012b)의 연구 등이 있다. 이
러한 연구들은 새마을운동의 계획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체계를 분석하고, 이론적인 측
면에서의 설명을 통해 새마을운동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
구들 역시 1970년대 한국 새마을운동의 정책적인 원형이라고 할 만한 모형이나 분석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마을운동의 정책원형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의 공백은 다시 정책이전(policy
transfer)에 따른 변형의 분석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정책이전이란 한 국가나 지
역 혹은 정치체계의 정책, 제도, 아이디어 등이 다른 체계로 원용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Dolowitz & Marsh, 1996: 344). 정책이전에 대한 연구의 주요관심사는 이전동기, 이전주체,
이전정도, 이전저해요인, 이전실패요인 등이다(Dolowitz & Marsh 2000: 9; 정준금, 2006: 61).
정책이전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정책이전의 원인과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전대상이
되는 정책원형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정책의 이
전정도나 성공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책원형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의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정책이전 연구의 공백은 새마을
운동과 같이 오랫동안 많은 변형을 거친 정책을 해외에 이전하는 경우 무엇을 이전할 것인
지, 이전하고자 했던 정책이 제대로 이전된 것인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 한계로 작용한다.
이처럼 새마을운동의 해외이전을 설명할 만한 이론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외 새마을운동
사례를 분석한 그동안의 연구는 주로 사업의 내용, 현지반응, 성과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 이러한 연구들은 해외 새마을운동의 문제점으로 새마을운동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 전
문화의 부족, 낮은 효과성, 여타 지역개발프로그램과의 차별화 부족 등을 제시하고 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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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수･권찬호, 2011; 소진광, 2007b; 전해황, 2002). 이러한 문제들은 해외 새마을운동을 설계
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
생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즉, 새마을운동의 핵심이 무엇인지, 어떻게 정책이 구성되었는지,
누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어떻게 정책을 집행하였는지 등 새마을운동 정책의 기본적
인 구성요소에 대한 논의가 부재한 상황은 개발도상국에 새마을운동의 무엇을 이전할 것인
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어렵게 하고, 이것이 새마을운동의 체계적인 해외이전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 새마을운동은 많은 변화를 거듭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새마을운동에 관한
기존연구는 물론이고, 정책변동이나 정책이전 등 정책변형과 관련된 이론에서도 이를 제대
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새마을운동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활
발하게 이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마을운동이 본래의 모습으로 제대로 이전되었는지, 이전
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변형이 발생하였는지를 설명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해외 새마을운동의 변형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한국 새마을운동의
원형을 탐색하고자 한다. 다만 정책이란 정치･경제･사회적 영향을 받아 형성되고 변화한다
는 점에서 원형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의 변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원형이 존재해야 한다. 특히 정책
이 다른 국가 내지는 정부에 이전되기 위해서는 이전대상이 되는 정책이 특정문제의 해결
에 상당한 효과를 나타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며, 이전하고자 하는 국가는 그러한 효과를
발생시킨 정책의 모습을 이전하고자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대상이 되는 정책의 모
습을 정책의 원형이라고 보고, 새마을운동의 원형을 피폐한 농촌사회의 개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가져온 정책의 모습으로 설정한다.

Ⅲ. 한국 새마을운동의 원형의 탐색
1. 1970년대 농촌 새마을운동의 배경
새마을운동은 1970년 4월 한해대책전국지방장관회의에서 처음 제기되었고, 새마을가꾸기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당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정부는 당시의 시멘트 과잉재
고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약 33,000개 마을에 시멘트 300포대를 각각 무상으로 배포하고,
10개의 마을공동사업을 제시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선정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당
시 새마을가꾸기운동은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지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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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0개의 마을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환경개선 중심의
새마을가꾸기사업을 확대하여, 정신계발사업과 생산소득사업을 포괄하는 종합적 농촌개발운
동으로 새마을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이용기, 2012: 70-71). 이와 같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게 된 것은 예상치 못하게 주민 자체적으로 높은 성과를
낸 이유도 있지만 당시 박정희 정권이 처한 내･외부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정치적, 경제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하였다.
먼저 경제적인 요인으로는 도･농간 성장격차와 세계경제 침체를 들 수 있다. 1960년대
한국경제는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었지만 이는 불균형성장정책에 의한 것으로 산업 간 격
차, 도농 간 격차, 지역 간 격차 등의 문제를 가져왔다. 이와 함께 1960년대 말 세계경제침
체와 보호무역주의에 따라 한국경제는 인플레이션, 국제수지악화, 경기불황 등의 경제적 문
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도･농 간 격차를 해소하고, 새로운 공산품 소비지를 확
보하기 위한 공공투자의 일환으로 새마을운동을 추진하였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9). 한
편 이러한 경제적인 요인은 정치적 요인과 맞물려 작용하였다. 박정희 정권은 자신들의 정
치적 정당성을 경제성장을 통해 얻고자 하였다. 그러나 불균형성장정책은 도･농 간 소득격
차를 가져왔고, 그 결과 전통적인 여촌야도(與村野都)의 투표성향이 퇴색하기 시작하였다(황
연수, 2006: 24). 1971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
해 농촌주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수단이 필요했고, 새마을운동의 추진에는 이러한 정권의
의도가 담겨 있었다.
이와 같이 새마을운동이 추진된 시기의 경제적･정치적 상황을 볼 때 새마을운동이 단순
하게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향상을 위해서만 추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시
정권은 새마을운동을 통해 당면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국가경제의 성장을 가져오고,
이를 통해 정권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박정희(1978)는 새마을운동을 정권의 핵심가
치였던 조국근대화와 연계하여 새마을운동이 조국근대화의 행동철학이자 실천운동이라고
하였다. 새마을운동은 유신이념의 실천도장이라는 유명한 휘호는 당시 최고정책결정자였던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당시 많은 연구들이 새마을운동을 정의하는
데 있어 국가발전의 기반구축(문병집, 1972), 사회혁신(김운태, 1973), 국토개발과 조국근대화
(문화공보부, 1973) 등 국가발전에의 기여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 역시 이러한 당시의 상
황을 보여준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볼 때 1970년대 초 시점에서 당시 정권에게 새마을운동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정책이었고, 이에 정부는 새마을운동의 성과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다. 즉, 박정희 정권은 새마을운동을 통해 농촌지역의 발전과 함께 국가경제의 지
속적인 성장, 정치적 기반의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새마을운동의 계획과 집행,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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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정책과정 전반에 깊숙이 개입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하였다.

2. 새마을운동 원형의 구성요소와 모형
1) 새마을운동 원형의 구성시기
본 논문은 새마을운동이 농촌사회의 개발이라는 일차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상당한 효과
를 거둘 수 있었던 시기의 새마을운동을 정책의 원형으로 보고, 구체적으로 “새마을운동의
정책적인 운영메커니즘”으로 새마을운동의 원형을 정의한다4). 정책의 원형은 여러 관점에서
정의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새마을운동이 해외에 이전되는 변형을 살펴보는 데 연구
의 목적이 있으므로 정책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원형을 구
성하고자 한다. 이는 새마을운동의 이전을 희망하는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새마을운동의
실패요인보다는 성공요인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기 마련이고, 실제 정책을 이전할 때도 성공
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정책이 설계되기 때문이다.
새마을운동의 원형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구성시기를 한정하고, 구성요소를 선정하여야 한
다. 먼저 구성시기에 관해 논의해보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새마을운동은 시기별로 많
은 변화를 거듭해왔다. 일반적으로 새마을운동의 이전에 논의되는 농촌지역의 새마을운동이
활발했던 1970년대라 하더라도 기반조성단계, 사업확산단계, 효과심화단계의 3단계로 시기
가 구별되며, 제시된 <표 1>과 같이 각 시기별로 주요사업과 특색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표 1>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전개과정
단계

역점사업
-환경개선: 마을안길, 지붕, 담장
기반조성단계
-소득증대: 농로, 농지, 종자
(1970~1973)
-의식개혁: 근검절약, 퇴폐일소
-소득증대: 소하천, 농외소득
사업확산단계
-의식개혁: 새마을교육, 홍보
(1974~1976)
-환경개선: 주택, 상수도, 회관
-농촌: 취락구조, 문화, 주택
효과심화단계
-도시: 골목길포장, 청소, 질서
(1977~1979)
-직･공장: 생산성, 물자절약
출처: 새마을중앙회(2000: 10).

운동의 특색
-운동의 출범과 점화
-정부주도의 활동
-생활환경개선 우선
-공간적, 기능적 확대
-소득증대, 의식개혁
-국민적공감대 형성
-광역적 연계화
-규모의 경제 추구
-단위별특성화 부각

4) 새마을운동은 당시 개별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전국 30,000여개의 마을에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지역
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을 보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주민참여나 새마을지도자의 활동
과 같은 마을단위의 동학 역시 정책의 성공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해외에
이전되는 새마을운동의 계획과 구성에 있어서의 핵심요소를 찾고, 이를 통해 새마을운동의 변형을
살펴보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으므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주체(정부나 이전기관)입장에서의 새마
을운동의 원형을 중심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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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원형의 구성시기를 새마을운동의 기반조성단계인 1970년부터 1973년까지
의 4년으로 한정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시기는 한국의 산업화 초기로 현재
많은 개발도상국의 농촌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를 동일하게 겪고 있었으므로 문제인식
및 해결을 위한 과제에서 유사점이 많기 때문이다. 둘째, 이 시기에 새마을운동의 중요한
정책과 세부사업, 그리고 추진체계가 결정되고 진행됨으로써 정책의 전반적인 체계를 갖추
게 되었다. 초기 환경개선사업인 새마을가꾸기운동으로 시작한 사업은 생산기반확충, 정신
계발 등이 추가됨으로써 종합적인 농촌개발사업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또한 정부는 새마을
중앙협의회를 정점으로 한 새마을추진체계의 구성과 함께 정부 내부에 새마을 관련 부서가
설치됨으로써 정부정책을 마을단위에까지 침투시킬 수 있는 체계를 완성하였으며, 마을별
발전단계와 승급기준의 마련, 단계별 세부사업과 재원부담 주체의 명시 등 세부적인 사업의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우수새마을 특별지원이 시작된 것도 이 시기
이며, 새마을교육을 위한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이 마련된 것 역시 이 때이다. 즉, 1970년부터
1973년에 해당하는 기반조성단계는 새마을운동의 목표설정, 세부사업구성, 추진체계구성, 성
과평가 등에 이르는 정책 전 과정에 이르는 체계가 마련되고, 이를 마을단위에까지 효과적
으로 전달하여 집행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기초를 다진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이 시
기에 시행된 정책의 결과로 새마을운동의 주요 성과들이 나타났고, 이후 단계인 사업확산
및 효과심화기의 경우 뚜렷한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
를 초래하기도 하였다(노화준 외, 2012: 106-107).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한
국적 새마을운동의 원형을 새마을운동의 초기 모형에서 찾고자 한다.
다음으로 새마을운동의 정책적 구성요소를 무엇으로 선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이다.
새마을운동의 원형에 관한 기존연구에서 제시된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최양부(1978)는 새마
을운동의 원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① 추진주체, ② 가치체계 및 개혁의 대상과 정책 목
표, ③ 정책수단과 구체적인 사업계획, ④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구조적 모순의 파악 ⑤ 사
업의 발전과정에서의 논리의 수정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권령민(2011)의
연구는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구성요소를 선정하고, 이 구성요소들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고 있는데 ① 새마을정신(근면, 자조, 협동), ② 새마을운동의 이념과 목표(조국근대
화), ③ 추진전략, ④ 추진주체, ⑤ 추진조직, ⑥ 추진사업, ⑦ 재원, ⑧ 평가 등을 구성요소
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요소는 새마을운동을 설명하는 연구들에 일반적으로 등장하
는 요소들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새마을운동의 정책적인 운영메커니즘을 구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
로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정책목표, 주체, 관리전략 등 3가지의 구성요소를 선정하였다. 앞
에서 제시된 많은 요소들은 이 3가지 구성요소의 하위요소로 포함되었다. 정책목표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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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성해야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정책의 계획, 운영, 세부사업의 선정, 평가 등 정책
전반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주체의 경우 정책을 설명하는 중
요한 구성요소로써 새마을운동 역시 정부와 주민의 역할과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그동안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항이다. 여기에서는 특히 정책이 기획되고 집행되는 과
정에서 주체들 간의 역할과 관계는 어떠했는지, 정부가 정책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
해 어떠한 체계를 구성하였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리전략의 경
우는 새마을운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주민들이 정책에
참여하게 유도하고, 적절하게 관리하였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포함하였다. 이는 새마을운동
의 성공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새마을운동은 주민참여에 의한 상향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정책의 계획과 수립, 집행, 평가에 있어 철저히 정부주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가를 설명하는 요소로 이를 포함하였다5).
2) 새마을운동 원형의 구성요소
(1) 정책목표
정책목표란 정책을 통해 달성하려는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로 정책목표는 정책 수단 선택
의 기준이 되고, 정책집행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지침으로 기능하며, 정책평가의 기준이 된
다(이종수, 2009). 따라서 새마을운동의 정책목표를 통해 우리는 새마을운동의 정책수단, 사
업의 세부내용, 집행과정, 평가의 기준 등을 예상할 수 있다.
새마을운동의 정책목표는 단계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층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먼저 새
마을운동의 1차적 정책목표는 잘 사는 지역사회 건설이다. 여기서 잘 사는 지역사회란 단순
한 경제적인 측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개선, 정신계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새마을
운동중앙회(2010b)를 참고하면 좀 더 세부적인 정책목표를 도출할 수 있는데 이는 생활환경
개선, 생산기반확충, 소득증대, 정신계발 등 4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세부목표들은
서로 간의 영향을 주고받으며 동시에, 그러나 마을의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되었다(노화준
외, 2012).
새마을운동은 이러한 1차적 정책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조국근대화로 대표되는 국가발전에
의 기여라는 2차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5) 기존문헌들은 이에 대해 정책수단, 추진전략 등의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서는 정부가 새마을운동을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주민들의 참여를 독
려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정부의 전략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관리전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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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정권에서 새마을운동을 추진해야만 했던 경제적･정치적인 상황과 연결되어 있다. 즉,
새마을운동의 2차적 정책목표로서의 조국근대화는 당시 정권의 중요한 문제였던 정권의 안
정성 유지 및 국가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국근대화라는 정
책목표는 새마을운동에 국가주의 및 정치적 성격이 내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1> 새마을운동의 정책목표
조국근대화

잘 사는 지역사회 건설
생활환경
개선

생산기반
확충

소득증대

정신계발

(2) 주체
새마을운동에 있어 핵심 주체는 정부와 주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정책과정에서 어
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가는 새마을운동의 정책상 운영에 있어 중요한 핵심이자 새마을운
동의 성격을 규명하는 중요한 변수이기도 하다. 여기에 더해 정부와 주민을 연결하는 매개
자로서 정책의 충실한 집행은 물론이고 세부적인 사업의 계획과 결정, 평가 및 인센티브 제
공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지방공무원과 새마을지도자가 있다. 각 주체들이
새마을운동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였는지를 각각 살펴보자.
첫 번째, 정부는 새마을운동의 전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였다. 내무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
정부는 물론이고, 시･도･군･읍･면 단위의 지방정부가 새마을운동의 계획, 집행, 평가 등의
전 과정에 수직적으로 연계되어 있었다. 정부는 새마을운동의 추진체계를 이중적으로 구성
하였다. 1971년 내무부 지방국 내 지역개발담당관 설치를 시작으로 다음해에는 내무부 장관
을 위원장으로 하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내무부를 정점으로 하여 중앙
정부 – 지방정부 - 마을로 연계되는 하향적인 의사결정 추진체계를 구성하였다. 또 다른 추
진체계는 실질적인 사업집행과 관리가 이루어진 마을단위를 시작으로 하여 읍･면, 시･군,
시･도, 내무부, 대통령에 이르는 새마을운동의 집행상황에 대한 상향적인 보고체계이다. 이
를 통해 중앙정부에서는 전국 마을단위의 상황을 1일 단위로 모니터링할 수 있었고, 새마을
운동 사업의 집행실태와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를 매월, 분기별, 연차별로 수행하였으며,
이 결과는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Hwang 1981; 노화준 외, 2012: 124). 이러한 이중의 추진
체계는 서로 연계되어 있었다. 양자는 철저히 행정체계의 계통에 따라 구성되었고, 단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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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책임은 동일한 기관장에게 부여됨으로써 사실상 하나의 체계로 작동하였다고 볼 수 있
다. 이렇게 의사결정체계와 집행상황 보고체계가 유기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는
마을단위에 이르는 사업의 현황을 세밀하게 보고받고, 이를 토대로 하여 사업의 목표달성도
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을 수정･보완하고, 이를 다시 마을단위에 침투시킬 수 있었다.
두 번째, 새마을운동이 정부 주도적으로 진행되었다고는 하나 실제 재원과 노동력부담을
통해 마을단위의 사업을 집행한 것은 주민들이었다. 주민참여의 필요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는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새마을운동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선거를 앞둔 정권의 안정적인 지지도 확보를 위해서 주민참여가 필
요했다는 점이다.
새마을운동에의 주민참여수준은 <표 2>에 제시된 재원부담수준을 통해 짐작해볼 수 있
다. 융자의 상환의무가 주민에게 있었다고 할 때 실제 새마을운동에 투입된 재원 중 주민들
이 부담한 비율은 대략 70%를 전후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노화준 외, 2012).

<표 2> 새마을운동 연도별 재원별 투자 금액
연도

순 정부부담
국비

지방비

(단위: 억원, %)

실 주민부담
합계

융자기타

주민부담

합계

비율

1971

27

14

41

81

81

66.4

1972

20

13

33

280

280

89.5

1973

125

90

215

769

769

78.2

1974

121

173

294

14

1,020

1034

77.9

1975

666

579

1245

408

1,306

1714

57.9

1976

484

396

880

771

1,575

2346

72.7

1977

599

723

1322

1,138

2,205

3343

71.7

1978

654

773

1427

1,957

2,958

4915

77.5

1979

1,258

1,010

2268

1,984

3,330

5314

70.1

출처: 새마을운동중앙회(2000)의 재구성.

새마을운동에의 주민부담은 현금, 노동력, 현물, 그리고 토지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Whang, 1981: 92)6). 사업 초기에는 노동부담이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사업이 진행됨에 따
라 차츰 현금부담이 높게 나타난다. 1975년 이후 현금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을 두고 노화준
외(2012)는 소득증대사업의 필요성에 의해 생산기반시설분야에 대해 주민들이 투자의 개념
6) Whang(1981)에서 제시한 수치는 내무부(1980)자료를 인용한 새마을운동중앙회(2000)의 자료와는 총
금액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고 노동, 현물, 토지 등의 환산기준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
기 때문에 현금 이외의 경우 정확한 수치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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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업비를 부담하였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새마을운동에서 나타난 주민
들의 높은 참여수준을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유병용 외(2001)나 김흥순(2000: 29) 역
시 이러한 입장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설명한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생활과 긴밀성이 높고
경제적 이익이 있을 경우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에의 주민참여를 경제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여기
에는 정부의 전략적인 관리와 마을공동체적인 의사결정구조가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지역
개발의 우선권 설정, 농업생산기술 및 농업자금 배정 권한 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
들은 정부정책에 협조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지방공무원들이 매일 마을을 방문하여 사업에
의 참여와 성과를 강요하기도 하였고, 필요한 경우 상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더해 농촌사회가 가지고 있는 마을공동체적 의사결정구조는 마을내부의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마을총회 의결사항에 대해 암묵적으로 이행의무가 강제된 상황에서 마을회의의
새마을운동 조직으로의 편입은 주민들의 집단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
었다(박섭･이행, 1997: 62).
마지막으로 지방공무원과 새마을지도자는 정부와 마을단위를 연결하는 유기적 통로로 기
능하였다(엄석진, 2012a; 윤충로, 2008; 김대영, 2004; 오유석, 2003). 마을별로 담당공무원이
배치되었고, 남녀 1인의 새마을지도자가 선출되었다. 지방공무원은 정부권력과 자원배분이
라는 직업적 권위와 상대적으로 높은 학력수준과 지연 등의 개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마을단위에서 주민참여를 독려하고, 진행상황을 보고하
며, 필요한 경우는 강제적으로 주민들을 이끌기도 하였다(엄석진, 2012a). 이들은 새마을운동
을 통해 공직사회에서 새로이 각광받게 되었고, 새마을운동 관련 부서는 승진을 위한 필수
과정으로 인식되었다(소진광, 2007: 107). 한편 새마을지도자는 주어진 권한이나 권위가 크
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을단위에서 새마을운동을 열성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들은 정부시
책을 시행하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업무는 물론이고 마을단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얻기 위해
담당공무원과 지방정부를 설득하는 등 정부와 마을단위를 연결하는 또 다른 통로로서의 역
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새마을운동 주체들의 관계와 역할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은 추진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좌측은 의사결정 추진체계로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하달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우측은 집행상황에 대한 보고체계로 구성되었다. 양자는 유기적으로 작동하였으며 이를 통
해 정부는 정부정책을 마을단위에 침투시키고, 마을단위의 상황을 모니터링함으로써 평가･
관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추진체계는 마을의 동학을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새
마을운동에 참여한 주체들의 역할과 함께 의사결정 및 정책시행의 흐름을 한 눈에 보여주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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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새마을운동 원형의 추진체계와 각 주체의 역할
대통령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중앙정부
Ÿ
Ÿ

내무부 장관

정책방향제시
조정 및 평가
시장･도지사

시･도 새마을운영협의회
광역수준 지방정부
시･군 새마을운영협의회

Ÿ
Ÿ

추진계획 작성
연구 및 계획수정

시장･군수
읍장･면장

읍･면 새마을추진협의회
기초수준 지방정부
리･동 개발위원회

Ÿ
Ÿ

지도 및 지원
마을단위모니터링

마을 담당공무원

마을

마을회의
지도자

Ÿ
Ÿ

사업우선순위 결정
재원부담 및 집행

(3) 관리전략
새마을운동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입하여 진행하였으나 실제 재정적인 부담과 집행은
주민들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사업의 계획과 관리, 평가에 있어
서는 위로부터의 개발방식을 활용하였으나 사업의 집행과 재원부담, 세부사업 우선순위 선
정 등에서는 아래로부터의 개발방식을 차용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방식으로 새마을운동을
이끌어가기 위해 4가지의 관리전략을 사용하였다.
첫째, 종합적인 개발을 추구하였다. 새마을운동은 단순한 경제적인 개발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생활환경 개선, 사회인프라의 확충, 영농기술 개발, 정신계발 등 농촌사회의 전반적
인 삶의 변화를 지향하였다. 새마을운동이 진행됨에 따라 기존의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새마을운동으로 통합함으로써 지지부진했던 사업들이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이렇게
종합적인 개발을 추구함에 따라 짧은 기간에 농촌지역의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고,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했다.
둘째, 단계별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1972년 정부는 마을의 발전단계를 기초, 자조 및
자립단계로 설정하고 농로 및 마을도로, 소류지, 수리율, 협동작업수준, 마을기금, 호당소득,
농기계의 도입 여부 등 다양한 기준들을 제시하여 승급단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이러
한 단계별 발전전략은 매우 상세하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 새마을운동이 시작될 197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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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만 해도 정부는 명확한 목표나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불과 2년 새인 1973년에
는 36개의 사업을 마을수준에 따라 수행여부, 재원부담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발전단계 및 전략의 제시는 마을단위의 사업을 시행하는 지침이자 목
표로 작용할 수 있었다.
셋째,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정부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철저한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결과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결과에 대한 책임과 성공을
위한 동기를 동시에 부여할 수 있었다(최인이, 2008: 120). 담당공무원을 통해 마을단위의
집행상황을 1일 단위로 파악하고, 이를 평가에 활용하였다. 정부는 성과가 높은 마을에 우
선적으로 특별지원 등의 명목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는데 적게는 50만원(특정지역 특별지
원), 많게는 500만원(경제동향보고마을 특별지원)으로 1970년대 농가의 연평균 소득이 1971
년의 경우 약 25만원, 1975년의 경우 약 87만원이었다고 할 때 정부의 특별지원금은 당시로
서는 매우 큰 금액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기간에 우수새마을 특별지원금으로 지급된 금액
은 새마을운동에 투입된 전체 정부재원의 약 5.7%에 해당된다7).
넷째, 새마을교육을 통해 정부는 마을단위에서 새마을운동의 집행에 앞장설 수 있는 새마
을지도자를 육성하였다. 새마을지도자는 정부와 마을단위를 연결하는 매개자의 역할을 하였
다. 새마을교육을 통해 이들은 새마을운동의 필요성을 체감함은 물론이고,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사업에 참여시킬 것인지 등 마을단위에서 새마을
지도자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배우게 되었다. 실제 이들에게 부여된 권한이나 보상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들을 농촌근대화의 기수, 나아가 민족사의 주체로 상징화시
킴으로써(김대영, 2004: 196) 이들을 새마을운동의 적극적인 참여자로 육성하였고, 마을단위
의 성공적인 사업집행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그동안의 많은 연구(노화준, 2012b; 윤충로,
2011)에서 새마을지도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마을단위에서 그들의 역할이 정책의
성공을 가져오는 중요한 변수였기 때문이다.

7) 해당 수치는 새마을운동중앙회(2000)를 참고하여 계산한 것이다. 그러나 사업비 항목에 대한 수치를
분석한 결과 제시된 자료들의 금액의 총합과 세부사업들의 금액 간에는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새마을운동이 초기 정확한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시행되고, 이후에 다른 사업들
을 새마을운동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투입재원에 대한 수치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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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해외 새마을운동과 변형
1. 해외 새마을운동 사례 및 자료수집
해외 새마을운동은 2000년대 들어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ODA 규모의 증가와 함께
새마을운동에 대한 개발도상국과 국제기구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KOICA, 기획재정부, 새
마을운동중앙회, 안전행정부, 경상북도 등 국내의 다양한 기관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국내 뿐 아니라 국제기구인 UN 산하의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에서 라오스,
네팔, 캄보디아 3개국을 대상으로 새마을운동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해외로 이전된 새마을운동의 변형은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표성
을 가진 사례를 선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한 본 연구의 사례분석의 목적이 분
석결과의 대표성을 확보하기보다는 새마을운동이라는 정책의 변형이라는 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대표성을 가진 사례의 선정 및 다수의 사례에 기반한
통계적 분석을 시행하지는 않았다. 다만 사례분석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비교분석이 가능
한 수준의 자료를 모을 수 있고, 적절한 비교분석을 위하여 최소한의 주요 요인을 통제하고
자 노력하였다. 먼저 새마을운동을 이전하고자 하는 국가의 특성이 정책의 변형에 큰 영향
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통제하고자 하였고, 새마을운동의 이전주체가 다양하다는 점에서
이전주체 또한 통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사례로 <표 3>에서 제시되고 있는 라오스와 캄보디아에서 시행
된 6개의 새마을운동 사례를 선정하였다. 양국은 모두 최빈국에 속하고 있고, 특히 매우 열
악한 농촌지역의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다. 라오스는 이사회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
까지 최빈국 탈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캄보디아의 경우 농촌빈곤 문제해결을 위하여 새
천년개발목표(CMDGs)를 수립하고 국가발전을 위한 사각전략(Rectangular Strategy), 국가발전
전략(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 KOICA가 지원한 농촌개발 정책 및 전략 수립을
통하여 농촌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KOICA, 2011b: 52-53). 따라서 제시된 사례는 최소
한 양국의 경제적 수준과 정책이전의 필요성, 즉 농촌지역개발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유사하
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들 변수의 영향에 의한 변형의 차이점 역시 통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양국에서는 UNESCAP, 새마을운동중앙회, KOICA에 의해 새마을운동이 진행되었다.
사례는 양국의 UNESCAP의 새마을운동 1차 시범사업과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새마을운동 세
계화 시범사업, 그리고 라오스 비엔티안주 5개마을 농촌종합개발사업과 캄보디아 캄퐁참주
농촌종합개발사업(2006-2008) 등 6개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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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라오스와 캄보디아의 새마을운동 현황
국가
라오스

사업명

시행기관

시행기간

새마을운동 1차 시범사업

UNESCAP

2002-2005

새마을운동 세계화 시범사업

새마을운동중앙회

2009-2014

라오스 비엔티안주 5개마을 농촌종합개발사업

KOICA

2007-2012

새마을운동 1차 시범사업

UNESCAP

2002-2005

새마을운동 세계화 시범사업

새마을운동중앙회

2007-2013

캄보디아 캄퐁참주 농촌종합개발사업

KOICA

2006-2008

캄보디아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앞서 설명한 새마을운동의 원형을 탐색하는
데는 새마을운동에 관한 단행본, 학술논문, 연구보고서 등의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관련 홈
페이지 자료, 신문기사, 관계자 인터뷰 자료 등을 보조적으로 활용하였다. 해외 새마을운동
사례분석을 위해서는 각 기관에서 발행한 백서와 사전조사보고서, 실시협의보고서, 평가보
고서, 결과보고서 등의 자료와 해당 사례와 관련된 학술논문과 연구보고서, 그리고 관련기
관 홈페이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KOICA가 수행한 사업의 경우 각 사업별로
사전조사, 실시협의, 평가 등을 보고서로 정리하고 있어 해당 기관에서 운영하는 ODA 도서
관과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자료를 확보하였다. 새마을운동중앙회의 경우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와 함께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새마을운동 세계화 백서’를 확보하였다. 또한 2차 자료
분석에 따른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분석결과에 대한 사업시행기관 담당자의 검토 및 추
가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표 4> 분석사례별 자료목록
시행기관

UNESCAP

새마을운동중앙회

국가

자료목록

-소진광 학술논문(2007)
-사후평가보고서(KOICA, 2008)
라오스
-해외출장 결과보고서(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소진광·김선희 연구보고서(2011)
-소진광 학술논문(2007)
-사후평가보고서(KOICA, 2008)
캄보디아 -해외출장 결과보고서(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KOICA-농식품부 공동평가 보고서(2011)
-소진광·김선희 연구보고서(2011)

라오스

-2011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 백서(2010)
-새마을운동 세계화 국가 및 마을 현황(2011)
-새마을운동 ODA시범사업의 추진방안 연구(소진광 외, 2011)
-2012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2013)
-새마을운동중앙회 홈페이지 Global Korea 새마을운동 세계화 배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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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 백서(2010)
-새마을운동 세계화 국가 및 마을 현황(2011)
캄보디아
-2012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2013)
-새마을운동중앙회 홈페이지 Global Korea 새마을운동 세계화 배너 자료

라오스

KOICA

-사전조사 결과보고서(2006.9)
-사전조사단 결과보고서(2007.2)
-사전조사단 결과보고서(식수개선-지표수분야, 2007.3)
-(식수개선)사전조사 보고서(2007.3)
-2차 사전조사 결과보고서(2007.4)
-실시협의 결과보고서(2007.5)
-(소득증대)사업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보고서(2009.8)
-실시협의 결과보고서(2010.11)

-사전조사 결과보고서(2006.5)
-전문가 실시협의 결과보고서(2006.7)
-집행계획(안)(2006.7)
-실시협의 결과보고서(2006.7)
캄보디아
-전문가 사전조사 결과보고서(2006.9)
-중간평가보고서(2008.3)
-종료평가 결과보고서(2009.6)
-KOICA-농식품부 캄보디아 농촌분야사업 공동평가 보고서(2011.12)

종합하면 본 연구는 국가의 특성, 이전주체의 특성, 경제적 수준, 정책이전의 필요성 등 4
개의 변수를 통제한 상황에서 2개 국가에 3개의 이전주체(국내 정부기관인 KOICA, 국내
NGO인 새마을운동중앙회, 국제기구 산하의 ESCAP)에 의해 새마을운동이 이전된 사례를 이
용하여 새마을운동의 원형과 변형을 정책구성요소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을 통해 새마을운동의 원형과 해외에 이전된 사업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함은 물론
이고 각각의 사업 간에 나타난 차이점과 그 원인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동
안 시행된 해외 새마을운동에서 정책의 어떠한 측면이 강조되었고, 반대로 간과되었는지 살
펴봄으로써 향후 사업에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라오스와 캄보디아의 새마을운동의 변형
동일주체가 정책을 이전하는 경우 동일 국가에 대해서는 유사하게 사업을 진행하지만 다
른 국가에 대한 사업은 현지사정을 고려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
을 고려하여 6개의 사례는 각각 이전주체를 중심으로 하여 국가별 사업을 차례대로 살펴보
도록 하겠다. 각 사례는 앞에서 제시된 정책의 구성요소인 정책목표와 세부사업, 주체의 역
할과 관계, 정부의 관리전략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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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NESCAP의 새마을운동 1차 시범사업
UNESCAP는 라오스, 캄보디아, 네팔 등 아시아 3개국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의 새마을운
동 경험을 전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해당 사업의 경우 UNESCAP에서 시행하였으나
KOICA가 총 사업비 $965,000의 60%에 해당하는 $615,000을 부담하였다. ESCAP은 사전조
사 및 사업계획서 작성과 사업집행을 담당하였다.

<표 5> ESCAP의 새마을운동 사업 일반개요
주요 내용
사업기간

2002년 ~ 2005년

사업목표

한국의 새마을운동 방법론 적용을 위한 이전대상국 역량 배양 및 환경 조성

사업내용

준비단계: 합의서 작성 및 자문단･조정위원회 구성
1단계: 연수생 초청사업 등 교육훈련
2단계: 마을단위 Action Plan 작성 및 사업시행
3단계: 최종평가 및 현지적합형 새마을운동 방법론 구축

사업지역

라오스
캄보디아
라오스

사업비8)
캄보디아

비엔티안주 팍늠군 나베른면 2개 마을, 논시엥래면 2개 마을
톰눕면 2개 마을, 트롭면 2개 마을, 캄퐁실라면･오박로테쉬면 각 1개 마을
현금 총 사업비 USD 103,307
ESCAP 68%, 정부 28%, 주민 4% 각각 부담
현금 총 사업비 USD 139,473
ESCAP 81.3%, 주민 18.7% 각각 부담

원형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라오스와 캄보디아의 사례를 분석해보자. 먼저 양국 사업의
사업목표는 빈곤완화와 이전대상국의 역량배양으로 동일하다. 새마을운동 시범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량강화를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사
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 세부적인 사업의 경우
양국 모두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생산기반확충사업, 소득증대사업, 정신계발사
업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흡하나마 원형의 4가지 세부목표를 충족
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주체의 경우 라오스는 중앙정부(기획투자위원회)와 광역단위 지방정부(비엔티안
주)에 사업을 주관하도록 하였고, 현금 사업비 중 28%를 정부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8) ESCAP사업의 총 사업비는 $965,000이고, 전문가파견 $41,000, 초청연수 $56,000, 전문가 자문용역 및
실제 마을단위 사업비 $410,000, 기타비용 $100,000로 <표 5>에 제시된 금액은 실제 마을단위사업에
소요된 지출금액이다. 각 국가별 지출금액을 정확하게 환산할 수는 없으나 3개 국가에서 시행되었다
고 볼 때 국가별 소요예산은 대략적으로 $300,000 전후로 보인다. 이렇게 할 경우 라오스 측 정부와
주민부담 비율은 제시된 수치의 약 1/3으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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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캄보디아의 경우 지방정부 없이 중앙정부(농촌개발부)가 단독으로 사업을 주관하
였고, 사업비 부담은 하지 않았다. 캄보디아 중앙정부는 마을단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업
계획의 변경과 조정, 사업비의 지출, 건축자재의 구입 등의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나타나(소
진광･김선희, 2011) 주민들의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마을단위에는 양국 모두 사업단위인 2개 마을별로 새마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라오스의
경우 기존에 있던 마을의 자생조직을 흡수하여 운영되었고, 마을별로 실행계획을 세우도록
하였다. 주민들은 노동력 제공과 함께 현금사업비의 4%를 부담하였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
한 물탱크, 기둥, 시멘트 등의 건자재를 직접 생산하기도 하며, 목재 일부를 자발적으로 부
담하기도 하였다. 또한 일부 마을에서는 실행계획에 없었으나 주민들 자체적으로 학교나 화
장실을 건설하기도 하는 등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였다. 이에 반해 캄보디아
의 경우 높은 현금부담 수준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에의 참여는 저조하였다. 새마을추진위
원회의 경우 정부의 개입으로 사업비 결정 권한이 없었고, 마을의 자생조직과의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못했으며, 스스로를 수혜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소진광, 2007). 그 결과
주민들의 사업에의 참여가 저조하였고, 본래 계획에 있던 소규모여신이나 마을미화작업의
경우는 시행되지 못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관리전략은 양자 모두 매우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양국 모두 단계별 발전
전략이나 평가와 인센티브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종합적 개발방식이라기에는 소득개선이
나 생산기반 측면에서 미흡하였다. 초청연수와 현지교육 등 새마을교육이 시행되기는 하였
으나 현지교육에 참여한 인원이 많지 않아 시행초기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
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일부 주민의 경우 뒤늦게 참여의사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사업에 투입된 예산 및 역량의 부족, 단기의 사업시행 기간 등의 여건적인
문제와 함께 새마을운동의 원형에 대한 이전주체의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운동은 세부사업의 항목에 있어서는 다른 지역개발프로그램과 거의 유사하지만 정책
이 시행되는 메커니즘 측면에서는 하향식 의사결정과 상향식 의사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진
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은 새마을운동이 많은 개발도상국과 국제기구에서 주목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1970년대 당시 한국 정부는 사업의 성공적인 집행을 가져오기 위해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관리전략을 적절하게 활용하였다. 그러나 ESCAP의 사
업에서는 이러한 측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고, 사업의 구성에 있어 관리전략 요소는 거
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사업의 핵심 성공요인인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
여를 가져오기 어려웠고, 따라서 사업목표의 달성 및 사업지속성 역시 담보하기가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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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원형의 구성요소와 ESCAP의 새마을운동
구성요소

라오스

상위목표

사업목표

빈곤완화와 이전대상국의 역량배양

생활환경개선

도로개선, 우물 및 화장실 설치,
학교건축 등

부엌 설치, 우물 및 화장실 설치,
지붕개량 등

생산기반확충

-

관개수로 및 관개도로 정비

소득증대

직조, 소규모여신, 건축자재생산 등

소규모여신, 가축은행

정신계발

초청연수, 현지교육

초청연수, 현지교육
농촌개발부(중앙정부)

정부

기획투자위원회(중앙정부)
비엔티안주(광역단위 지방정부)
현금사업비 중 28% 부담

마을

사업단위별 새마을추진위원회
주민 노동력, 현금사업비 4% 부담
일부 마을 자체적으로 사업추진

사업단위별 새마을추진위원회
주민 현금사업비 18% 부담

종합개발방식

미흡

미흡

단계별 발전전략

없음

없음

주체

관리전략

캄보디아

평가와 인센티브

없음

없음

새마을교육

초청연수 및 현지교육

초청연수 및 현지교육

UNESCAP의 새마을운동 1차 시범사업은 해당 국가에서 최초로 시행한 새마을운동의 이
전사업으로 대상국에 새마을운동을 알리고, 사업시행 경험을 통해 관련 정부기관 및 주민들
의 역량제고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예산의 배분과 집행에
있어서의 비탄력성 문제, 새마을위원회와 기존 마을개발위원회 조직 간의 중복문제, 2개 마
을을 하나의 사업단위로 한 데 따른 문제, 주민들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문
제가 나타났다(소진광･김선희, 2011; KOICA, 2008a; 소진광, 2007). 특히 캄보디아의 경우
주민들의 외부의존적인 모습이나 참여저하로 인해 일부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기도 하였다.
또한 사업에 필요한 원자재 틀을 구입하여 주민들의 참여로 사업을 시행한 라오스와는 달
리 시장이 멀다는 이유로 서기로 임명된 중앙공무원이 건축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전달함으
로써 주민참여 저하와 사업비의 비효율적인 사용 등도 문제가 되었다(소진광･김선희, 2011:
109).
2)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새마을운동 세계화 시범사업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새마을교육을 중심으로 해외 새마을운동에 참여해왔으나 2009년
‘Global Korea 새마을 세계화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몽골, 라오스, 캄보디아 등 9개국 18개 마
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사업은 더불어 잘사는 지구촌 건설을 사업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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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고, 기본방향으로 새마을운동 방식 모델의 개발과 보급, 새마을교육을 통한 대상국
빈곤퇴치 기반조성, 국가별 시범마을 발굴육성과 모델화를 통한 확산보급 등을 제시하고 있
다.

<표 7>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새마을운동 사업 일반개요
주요 내용
사업기간

라오스

2009 ~ 현재 (2015년 종료 예정)

캄보디아 2007 ~ 현재 (2015년 종료 예정)9)

사업목표

더불어 잘사는 지구촌 건설 (세계화사업의 기본목표)

사업내용

1단계: 2009~2011 기반조성단계 (참여분위기 조성, 소규모 마을단위사업)
2단계: 2012~2013 육성성장단계 (자율추진기반 조성, 소득증대 및 자립기반 준비)
3단계: 2014~2015 자율추진단계 (성공사례 확산, 현지인에 의한 자율추진)

사업지역
사업비11)

라오스

비엔티안주 토라콤군 학사이마을, 폰헤마을10)

캄보디아 프레이뱅도 쁘라사닷군 캄퐁트날마을, 소난차이마을
라오스

2009-2011 130,000천원

캄보디아 2009-2011 100,000천원

새마을운동중앙회가 라오스와 캄보디아에서 추진한 새마을운동 사업을 원형의 구성요소
를 중심으로 분석해보자. 먼저 사업목표의 경우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의 공통목표로 제시
9) 캄보디아와 대한민국의 우호적 협력관계에 의해 2007년부터 시작되었다는 언급만 있을 뿐 2007-2008
년에 해당하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실제 분석에서는 2009년 이후를 다루고 있다.
10) 2011년 국무총리실의 새마을 ODA 기본계획에 의해 기존의 2개 마을에 2개 마을을 추가로 하여 총
4개 마을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아직 시행초기단계이므로 새로이 추가
된 지역은 제외하고 본래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진행하였던 2개 마을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11) 해당 사업의 사업비의 경우 자료마다 금액이 달라서 가장 최근에 발행된 새마을운동중앙회(2013:
323) 수치를 기입하였다. 라오스의 경우 새마을운동중앙회(2013: 216)에는 마을별 사업비가 28,000천
원으로 되어 있고, 홈페이지에 세계화 사업으로 게시된 자료에는 2011-2012 자금계획에 폰헤마을의
경우 USD 기준으로 지원금은 도로포장 10,000, 옥수수재배 10,775으로 총지원금 20,775으로 되어
있는 반면 새마을운동중앙회(2012)에 따르면 폰헤마을의 도로포장 사업비는 32,000, 돼지농장은
4,250, 초교시설 보수는 1,600, 마을공동기급은 4,470 으로 나타나있다. 또한 소진광･김선희(2012)의
경우 폰헤마을은 1,500만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사업비 규모가 모두 다르게 나타나있다. 이러한 상
황은 학사이마을 역시 마찬가지이다. 사업비의 이와 같은 혼동문제는 지방정부에서 부담한 금액이
제대로 포함되어 있는 지에서도 제기된다. 캄보디아의 경우 2010년도에만 지방사업으로 강원도의
소난차이 초등학교 교실 증축지원 사업비 20,000, 과천시의 마을진입로 포장지원 사업비 10,000, 용
인시의 수문과 양수기은행 지원 사업비 10,000 등의 지원이 있었는데 이러한 금액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지방사업 역시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성과평가에는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 실제 새마을운동중앙회측의 자료에도 학교증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업비 내역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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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으로 더불어 잘사는 지구촌 건설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원형의 정책목표인 “잘 사
는 사회”라는 개념을 확장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세부목표 역시 원형과 크게 다르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UNESCAP 사업과 마찬가지로 생활환경개선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여
가축은행이나 볍씨은행, 옥수수 재배 등의 소득증대 사업이 시행되었다. 캄보디아의 경우
지방정부의 도움을 받아 수문설치, 농수로건설, 양수기은행 등 생산기반사업도 진행되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사업의 특징은 다른 기관과는 달리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정부나 지방
정부 없이 한국인 내지는 현지인 코디네이터에 의해 주관된다는 것이다. 다만 캄보디아 사
업의 경우 광역단위 지방정부인 프레이벵도와 기초단위 지방정부인 쁘라사닷군이 일부 사
업을 지원하였고, 카운터파트너인 프놈펜자치항만청이 도로설계지원, 중장비 지원, 전기가설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모니터링 및 보고활동 등을 담당하였다. 한편 라오스의 경우는 새마
을사업 관련 행정지원 및 조치는 모두 이장이 처리하였지만 큰 사안일 경우 군청으로 이관
하여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새마을운동중앙회, 2010: 17). 이는 사회주의국가인 대상국의
특성상 마을단위까지 중앙정부의 감시와 통제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을단위에서는 라오스의 경우는 이장이 새마을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하였고12), 주민들은
마을진입로 건설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상당히 많은 수준의 사업비를 지출한 것
으로 나타났다. 캄보디아의 경우는 마을총회를 개최하여 새마을교육을 받은 주민들이 교육
받은 내용을 전수하고 실행계획을 논의하였다. 좀 더 구체적인 지도자의 선출이나 존재여부,
위원회의 결정여부, 마을 내 조직의 구성여부나 역할 등은 파악할 수 없었으나 사업담당자
인터뷰에 따르면 모든 사업대상지에서 마을총회를 구성하고, 총회를 통해 마을지도자를 선
발하였으며, 숙원사업을 결정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또한 자세하지는 않지만 주민들이 노동
력을 제공하였다는 언급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관리전략의 경우는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사업 역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
났다. 캄보디아의 경우 지방정부의 지원으로 적은 예산이나마 4개의 세부목표를 충족하는
종합적인 개발을 시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라오스의 경우는 종합적인 개발이라기에는 여전
히 미흡했고, 양국 모두 단계별 발전전략, 평가 및 인센티브는 나타나지 않았다. 라오스의
경우, 새마을운동중앙회(2013: 87)에서는 우수지역에의 추가지원을 통한 주민의 자발적 의지
강화 및 성과에 따른 마을 간 차등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업추진 4년이 경과하도록
인센티브제공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사업의 경우 다른 기관에
비해 새마을교육을 활발하게 시행하였다. 이는 해당 기관이 오랫동안 새마을교육을 담당하
12) 소진광 외(2011: 156)에 따르면 폰헤마을의 경우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에서 이장이 앞장서서 일하지
않으며, 교육 등을 위하여 주민을 모으려고 해도 공산당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있
어 이러한 역할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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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른 사업의 새마을교육이 일회성에 그치고 있는데 반해 매년 관계
자를 대상으로 초청연수를 시행하는가 하면 현지교육의 경우 라오스 200명, 캄보디아 50명
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많은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였다. 다른 사례들에
서 주민들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이 현지에서 보다 많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주민들의 참여
를 제고함은 물론이고 사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표 8> 원형의 구성요소와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새마을운동
구성요소

라오스

상위목표
생활환경개선
사업목표

마을진입로 포장, 마을회관 건설

마을진입로, 새마을주택, 우물 등

생산기반

-

양수기은행, 수문설치

소득증대

옥수수･수박 재배, 돼지사육

가축은행, 볍씨은행

정신계발

초청연수, 현지교육

초청연수, 현지교육

정부

주관 정부기관 없음
사안에 따라 군청에 이관
(군청의 약속이행이 되지 않음)

주관 정부기관 없음
지방정부인 프레이뱅도, 쁘라사닷군의
사업지원

마을

이장이 새마을지도자의 역할 담당
사업비 부담이 높은 것으로 추측

주민총회
주민 노동력 제공

주체

관리전략

캄보디아
더불어 잘사는 지구촌 건설

종합개발방식

미흡

지방정부의 지원으로 가능

단계별 발전전략

없음

없음

평가와 인센티브

언급은 있으나 실행되지 않음

없음

새마을교육

초청연수 및 현지교육

초청연수 및 현지교육

새마을운동중앙회는 현지 NGO 허가를 받고, 해외 새마을운동관 설치 및 새마을협력관
파견 등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소진광 외(2011: 156-157)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실질적인 새마을운동 혜택을 느끼는 주민들은 일부에 불과하며, 주민들이 열의를 가지
고 새마을운동에 참여하기보다는 외부의 지원을 통한 마을 기반시설 건설에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사업의 경우 사전조사미흡,
사업의 투명성 문제 등이 나타났다. 지역조사에서 새마을운동중앙회는 라오스 지역의 주민
조직이 없다고 보고하였으나 소진광 외(2011: 157)에 따르면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방범대
등의 조직이 존재한다고 되어 있다. 새마을운동의 세부사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마을 내 주민조직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누락은 사업의 계획과 집행
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또한 사업수행에 관해 공개된 자료가 많지 않아 사업의 추진체

152 ｢행정논총｣ 제51권 제4호

계, 세부계획, 집행상황 등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특히 사업비의 경우 새마을운동중
앙회에서 발행한 자료라 하더라도 자료에 따라 다른 금액을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확
한 사업비규모나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추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13)
3) KOICA의 농촌종합개발사업
KOICA에서 주관한 사업의 경우 다른 기관의 사업과는 달리 새마을운동을 사업명에 제시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해당 사업들은 국무총리실의 새마을 사업현황 조사에서 새마을운동
프로젝트 사업으로 분류되며, 사업의 추진방향이나 내용에 있어서 새마을운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해외 새마을운동 사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앞의 두 기관에서
시행된 라오스와 캄보디아의 새마을운동 사업은 동시에 진행되는 프로젝트였으나 KOICA
사업의 경우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표 9> KOICA의 새마을운동 사업 일반개요
구성요소

라오스

사업기간 2007~2012 (일부지연14))

캄보디아
2006-2008

한국의 농촌개발 모델을 적용, 농가소득 증대 및 주거환경 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이전대
상국 실정에 맞는 농촌지역개발 모델 수립
생활환경개선, 생산기반확충, 소득개선, 새마을
1단계: 마을진입로 포장사업(2007-2008)
교육 등 시행
사업내용 2단계: 식수개선사업(2007-2008)
3단계: 소득증대사업(2009-2013)
사업목표

사업지역

사업비

비엔티안주 비엥캄 4개 마을(비엥캄, 돈꾸앗, 캄퐁참주 바테이군 삼보면의 총 마을과 타바
틴융, 나닌)과 케우돔(포넹) 1개 마을
익 마을, 츠바암포면 스퉁츄뱅마을
1,2단계 USD 2,320,000
3단계 USD 1,800,000
(주정부 200,000, 주민 100,000)15)

USD 1,000,000 (전액 KOICA 부담)

13) 새마을운동중앙회 측에 문의한 결과 새마을운동중앙회의 경우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조직이기 때문
에 이러한 자료를 공개할 의무는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 국무총리실의 ODA 시범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므로 올해년도 사업부터는 사업비 계획 및 지출내역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생각한다.
14) 3단계 소득증대사업의 경우 확인결과 2013년에도 일부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중에 있
어 평가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아 실시협의보고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5) 애초의 계획은 KOICA측이 2,000,000 라오스가 180,000이었으나 실시협의결과 KOICA측의 부담은
줄이고 라오스 측의 부담은 늘리며, 주민 역시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됨으로써 이전대상국 정
부와 주민의 참여가 증대되었다.

해외 새마을운동의 정책이전에 따른 정책변형 분석: 라오스와 캄보디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153

원형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각 사례를 분석해보자. 먼저 사업목표의 경우 라오스 사업은
여타의 사업과 비교해 규모가 매우 큰 사업이기 때문에 생활환경개선, 생산기반확충, 소득
증대, 정신계발 등 네 개의 세부목표를 종합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특히 생산기반확충과 소
득증대사업에 있어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 캄보디아 사업의 경우도 원형과 크게 다
르지 않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소득개선을 위한 직접적인 사업이 존재하지 않
고, 현지교육이 시행되지 않음으로 정신계발 측면에서도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체의 경우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KOICA의 라오스 사업은 다
른 기관으로부터의 새마을운동 이전경험(ESCAP, 새마을운동중앙회)이 있는 비엔티안주정부
의 요청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1단계 도로포장과 2단계 식수개선은 2007-2008년에, 3단계 소
득증대 사업은 2011년부터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단계적으로 접근하였다. 따라서 사업의 추
진체계와 사업비 부담에 있어서도 기존의 사업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차 사업의
경우 주정부와의 협의를 위한 사업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참여 없이 KOICA 라오스
현지사무소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에 반해 2차 사업의 경우 마을단위의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존의 추진체계를 확장하여 새로운 추진체계를 구성하였다. 주정부 산하
에 새마을운동과(課)를 신설하고, 사업조정위원회를 확장한 새마을운동사업추진위원회를 관
민합동(주정부-주민-KOICA)으로 구성하였으며, 사업수행업체의 라오스측 파트너로는 군단위
의 사업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사업의 계획과 집행상황 확인 및 평가 등을 담
당하는 주정부, KOICA, 주민을 포함한 상위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사업시행과 현지 상황을
지원하는 군정부와 사업수행업체를 연결하는 하위 추진체계를 구성하였다.
마을단위에서는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되 마을총회를 신설하고, 마을의 자원과 개발관련
시설 관리의 총괄적인 책임을 부여하였다. 선출직인 이장은 마을 대표성과 주민통솔력이 강
한 편이었고, 나닌마을을 제외한 4개 마을의 경우 다양한 주민조직이 있어 이를 활용하였다.
1차 사업으로 마을의 시장접근성 향상, 식수환경 개선 등의 제반 상황이 갖추어짐에 따라 2
차 사업에 대한 라오스 측 정부와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수월하였다(KOICA,
2009a).16)
캄보디아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인 농촌개발부가 주관하고, 지방정부인 캄퐁참주와 바테이
군이 협조하기로 하였다. 사업추진체계 구성 시 KOICA는 농촌개발부 산하에 프로젝트 실
행기구(Project Execution Agency)를 구성하고, 그 아래에 프로젝트오피스(Project Office)를 구
16) 본래 사전타당성 조사 시 3단계 사업의 주정부의 부담은 $180,000였으나 실시협의결과 $200,000로
증액되었고, 관개수로 건설사업에 필요한 양수펌프 2개와 지거 및 포넹마을에 신축 초등학교 부지
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주민들은 사업비 $100,000를 부담하고, 신축 초등학교 건설에 필요한
운동장 조성과 울타리 작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틴융마을의 지거를 부담하기로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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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려 하였으나 캄보디아 측의 요구로 프로젝트 PEA를 설치하고 않고 PO에서 사업관리를
하도록 하였다. PO는 실행계획 수립, 설계의 검토와 승인, 사업의 시행, 진도 파악 및 사업
추진과정의 모니터링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으나 구성원들이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음에 따라 PO 규모축소 및 차관보가 직접 사업 전반에 관한 농촌개발부의 업무를 관장하
도록 하였다(KOICA, 2010). 그러나 2007년 3월 캄보디아측은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PO를
폐쇄하였고, 이후 사업은 전적으로 PMC의 책임 하에 수행되었다. 사업비 $1,000,000는 전액
KOICA가 부담하고, 캄보디아 정부나 주민들의 부담은 없었다.17)
마을단위에서는 캄퐁참주 농촌개발국의 지원으로 농촌개발부의 마을개발위원회 설립 가
이드라인을 적용하여 마을개발위원회가 주민투표를 통해 구성되었다. 마을개발위원회는 업
무에 따라 위원별로 분산된 조직형태로 남녀 비율은 6:4로 구성되었다. 부녀회 역시 마을개
발위원회 산하에 신설되었는데 소액융자금 운용 및 마을문고의 관리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구성 및 역할배분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에서의 주민참여는 거의 나타나지 않
았다. 사후 조사에 따르면 3개 마을 모두 마을개발위원들에 대한 불신이나 주민과의 갈등으
로 사업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KOICA, 2011b).18)
마지막으로 관리전략을 살펴보자. 먼저 라오스의 경우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 따라 종합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이 사례 역시 마을의 단계별
발전전략은 제시되지 않았으나 유일하게 평가와 인센티브가 제공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1, 2단계 사업이 2008년에 완료되고, 2011년 3단계 사업에 착수하는 과정에서 시설
물의 유지보수가 우수한 마을에 대한 보상으로 초등학교 신축을 포함하였다. 또한 농가당
쌀 수확 목표량을 설정하여 다수확농가와 쌀 증산왕에게 상패와 시상금을 수여하기로 계획
하였다. 특이한 점은 인센티브만이 아니라 일종의 처벌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한 채소 비가림 재배시설의 경우 지원을 받고 중도 포기할 경우에는
지원금과 기자재 등 전액을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지원에 대한 주민들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자 하고 있다. 새마을교육의 경우는 초청연수를 시행하였고, 현지교육의 경우 시행계획은
되어있으나 정확한 인원이나 횟수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반해 캄보디아의 경우는 생활환경개선을 중심으로 사업이 시행되었다. 소득개선사업
17) 사전타당성 조사단계에서 캄보디아 측은 전문가 섭외 및 사업관리 인력지원에는 협조의사를 표하
고, 사업 분담금은 향후 캄보디아 재경부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정부의
재원부담은 없었다. 주민들의 경우 실시협의조사 당시 시설 개발사업의 약 10% 내외의 노동력 제공
또는 현금 부담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실제 사업비는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
18) 총마을과 타바익 마을의 경우 마을개발위원들과 정치적 입장이 다른 주민들이 갈등을 조성하는 것
으로 나타났고, 스퉁슈벵은 위원 중 한명이 트럭을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주민들의 신뢰
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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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소규모여신만을 시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개선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새마을
교육의 경우 초청연수만 진행됨으로써 정신계발 측면에서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
분의 사업과 동일하게 단계별 발전전략이나 평가와 인센티브는 나타나지 않았다. KOICA
(2009b)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해당 사업은 새마을운동의 경험을 적용하기 보다는 세계은
행(World Bank)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주민참여형 실천계획수립(Community-based
Action Plan)을 준용함으로써19) 주민참여는 매우 미흡하였다.

<표 10> 원형의 구성요소와 KOICA의 새마을운동
구성요소

라오스

상위목표

사업목표

생활환경개선

마을도로포장, 초등학교 건축 등

마을회관 신축, 마을안길 정비,
수동펌프 등

생산기반

관개수로 개설

농기계 공급, 저수지 개선

소득증대

죽세공작업장, 시범포 등

소규모여신

정신계발

초청연수, 현지교육, 영농기술훈련

초청연수, 영농기술훈련

정부

비엔티엔주 기획･투자국
(광역단위 지방정부)
케우돔군, 비엥캄군(기초단위
지방정부)

농촌개발부(중앙정부)
캄퐁참주, 바테이군의
역할 미흡

마을

마을총회 육성
주민의 현금부담 및 노동력 부담

마을개발위원회(VDC) 신설
주민참여는 저조

종합개발방식

추진

미흡

단계별 발전전략

없음

없음

주체

관리전략

캄보디아

한국의 농촌개발 모델을 적용, 농가소득 증대 및 주거환경 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이전대상국 실정에 맞는 농촌지역개발 모델 수립

평가와 인센티브

시행

없음

새마을교육

초청연수 및 현지교육

초청연수

Ⅴ. 분석결과의 해석 및 결론
새마을운동의 해외 이전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1970년대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개발도상국에 이전됨으로써 정책의 변형이 발생하리라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어떠한
19) 도로개발 마을회관 신축, 마을안길 정비, 도로개발 등 주민참여가 가능한 영역에서도 현지 전문업체
를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의 참여는 거의 나타나지 않아 새마을운동 방식을 적용했
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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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이 나타났는지, 변형에도 불구하고 원형의 핵심요소를 제대로 이전하였는 지 등에 대한
실증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해외 새마을운동의 사례 분석을 시도한 기존
연구는 대부분 단일 사례만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본 연구에서 시도한 바와 같이
원형과 변형 간의 비교와 사례들 간의 비교를 통해 향후 새마을운동 이전에 있어서의 정책
적 시사점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한국
새마을운동의 원형을 정책의 구성요소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이러한 원형의 구성요소를 라
오스와 캄보디아의 새마을운동 사례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정책이 제대로 이전되었는지, 어떠
한 변형이 나타났는가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에 이전된 새마을운동은 정책의 주요 구성요소
중 정책목표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요소, 즉 주체의 역할과 관계, 관리전략 등에서 원형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변형 간에도 이전주체나 대상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분석결과
와 도출된 시사점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 새마을운동은 지역개발 및 잘사는 사회 건설이라는 원형의 정책목표는 충실하
게 반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원형에서 나타나는 조국근대화와 같은 국가주의적 성향은 나타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모든 사업은 대상지역인
농촌마을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원형의 세부목표인 생활환경개
선, 생산기반확충, 소득증대, 정신계발 등 4가지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목표에 있어서 한국과 달리 국가주의적 색채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원형과 변형 간에 나타난 사업의 규모 격차와 함께 해당 사업에 대한 이전대상국 정
부의 정치적 관심이 낮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원형에서 나타난 다양한 참여주체를 바탕으로 형성된 거버넌스 체계를 해외 새마을
운동에서는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형의 경우 중앙 및 지방정부, 담당공무원
과 새마을지도자, 마을주민 등이 적극적인 주체로 활동했으며, 특히 정부는 이러한 주체들
을 하나의 체계로 편입시킴으로써 마을단위에의 정부시책 침투, 모니터링을 통한 평가와 인
센티브 제공, 정책이행 여부확인 및 정책 수정 등 사업 성공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
하였다. 하지만 해외 새마을운동의 경우 새마을지도자와 주민참여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실제 사업과정에서 나타난 주민참여 수준은 높지 않았고, 이전대상국 정부와 공무원
의 역할은 대체로 미미했다는 점에서 원형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셋째, 관리전략은 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 개발방식이나 새마을교육의 경우
미흡하게나마 나타나고 있으나 단계별 발전전략 및 지속적인 평가와 인센티브 등 2개 전략
의 경우 사실상 전혀 고려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 새마을운동의 중요한 성공
요인 중의 하나가 정부의 체계적 관리전략에 의해 주민들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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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집행을 유도하였던 것이라고 본다면, 변형에서 나타난 관리전
략의 부재는 해외 새마을운동의 성공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
과는 그동안의 연구에서 새마을운동의 관리전략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업계획
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과 함께 사업시행 기간이 짧고, 대상지역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단계
별 발전전략 및 경쟁을 통한 평가와 인센티브 활용이 어려웠다는 현실적인 여건 또한 영향
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유일하게 평가와 인센티브가 나타난 KOICA의 라오스 새마을운동
사업의 경우 약 5년이라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사업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
면 향후 해외 새마을사업을 계획하는 데 있어 3-5년의 중장기적인 사업을 고려해볼 수 있
다.
넷째, 이전주체의 성격에 따라 이전대상국에서 사업을 주관하는 정부주체가 달라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국제기구인 UNESCAP의 경우 중앙정부와 사업을 진행하였고, 정부기관인
KOICA의 경우 사업을 요청한 정부(중앙정부 내지는 지방정부)가 사업을 주관하였다. 그러
나 민관기관인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사업의 경우 이전대상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사업주관자의 차이는 사업의 추진체계는 물론이고 이후 집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다. 정부가 사업에 참여한 ESCAP과 KOICA 사업의 경우 새마을운동중앙회 사업에 비해 정
부와 주민의 재원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새마을운동의 경험이 있고, 비엔
티엔주 정부 측에서 직접 사업을 요청한 KOICA 라오스 사업의 경우 원형과 가장 유사한
추진체계를 구성하였다. 해당 사업은 KOICA,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 주민이 모두
참여한 사업추진체계를 구성함으로써 사업의 계획과 집행, 모니터링에 있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정책이전주체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정책의 변형이 나타났다
면 각각의 이전주체의 성격을 고려하여 해외 새마을운동을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
책이전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더 나아가 정책이전의 방향과 경험에
대한 정보의 공유와 학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개별국가의 정치적･역사적･사회적 특성이나 배경이 정책 변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사업에서 주민참여가 강조되고는 있으나 원형에서 재원의 70%를 주
민이 부담한 데 반해 해외 새마을운동의 주민부담 수준은 매우 낮거나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캄보디아의 경우 라오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민참여가 더 낮고, 수동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폴포트 정권 하의 강제적인 집단노동과 대량학살, 지역공동체 해체
라는 캄보디아의 정치적･역사적･사회적 배경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KOICA,
2009b). 또한 해당 국가는 정부차원의 재원 투입에 매우 인색했으며, 본래 계획이나 협의 단
계에서 약속하였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사업의 성공적인
집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이에 반해 라오스의 경우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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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이전대상국의 다양
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원형에서 주민참여를 가져오는 요인이 정부의 전략적인
측면과 주민들의 경제적인 이해관계 외에도 마을의 집단적인 의사결정구조라는 문화적･사
회적 특성이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도 주민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이전대상국의 상황
에 적합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새마을운동의 원형과 변형 간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며 이러한
차이가 이전된 해외 새마을운동 성공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진행된 해외 새마을운동에 관한 연구들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
국 새마을운동에 관한 연구들이 새마을운동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서 서로 간
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데 반해 해외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연구들이 인식하는 새마을
운동의 모습은 주민참여, 주인의식, 상향식 개발방식과 하향식 개발방식의 조화 등의 긍정
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특이하다20).
그러나 본 연구에서 시도한 원형과 변형의 비교분석 결과는 해외 새마을운동의 성과가
결코 낙관적이지 않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정책설계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의 새마을운동이 국가 전역의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정책이었던 데 반해 해외 새
마을운동은 특정 마을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프로젝트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
한 규모의 차이를 적절히 고려하여 원형을 수정한 적용 가능한 모형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
다. 또한 한국의 새마을운동의 성공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다고 할 때 정책이
전기관과 이전대상국 정부와의 네트워크 구성과 함께 이전대상국 정부의 역할정립의 필요
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이전대상국 정부 역할의 정립은 사업의 성공적인 집행은 물론
이고 사업의 지속성과 확산, 그리고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향후 해외
새마을운동의 정책설계에 있어 이전대상국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덧붙여 해
외 새마을운동의 경우 원형과 달리 사업계획의 수립 및 모니터링 주체가 이전기관과 이전
대상국으로 구성된 이중적인 구조라는 점 역시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정책이전과정의 원형과 변형의 비교 분석이 정책평가와 학습에 유용할 수 있
음을 해외 새마을운동 사례를 통해 보여주었다. 특히 원형의 탐색 노력은 새마을운동에 관
한 이해를 돕고, 새마을운동의 이론화 작업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토대로
20)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동일한 대상에 대한 양자의 인식에 있어서의 시간적 프레임과 그 목적이 다
르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전자의 경우 실제 새마을운동이 진행된 1970년대의 시점에서 정책목
표, 집행방식, 성과 등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면, 후자의 경우 2000년대의 시점에서 ODA
모델로서의 새마을운동의 유용성을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양자 간의 인식의 격차가 발생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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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다양한 해외 새마을운동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원형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히
고, 이전국가와 이전기관의 특성이 해외 새마을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
탕으로 해외 새마을운동의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설계에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
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경우 새마을운동의 계획과 집행이라는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원형을 구
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중요한 동학인 마을단위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고, 2차
자료의 분석에 그치고 있어 현장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사업담
당자와의 인터뷰 및 분석결과 검토를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보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새마을운동의 원형구성 및 변형에 관한 초기의 연구라는 점에서 향후 새마을운동의 원형의
구성 및 해외 새마을운동의 모형설계를 위한 보다 정교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실
제 해외에 이전된 새마을운동 사례에 관한 보다 많은 자료 수집을 통해 정책이전과정에서
어떤 긍정적 변형과 부정적 변형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러한 변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무엇인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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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licy Transfer and Modification of Saemaul Undong
Internationally:
A Case Study of Saemaul Undong in Laos and Cambodia

Sena Park & Kilkon Ko

The active policy transfer of Saemaul Undong (the New Village Program, or NVP)
to developing countries has been observed recently. Current research on the NVP,
however, narrowly focuses on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without an analysis of
the prototype NVP and modifications to it in countries where it is transferred.
This paper constructs the prototype NVP and analyzes how it is modified in t six
projects in Laos and Cambodia. Our analysis suggests huge differences between the
prototype and the transferred versions of the NVP. Few programs contain
national-level goals that also play a minor role in implementation. Weak participation
of community members is also notable. Even more, the sustainability of the programs
is questionable due to the absence of systematic management strategy.

【Keywords: Saemaul Undong, Policy Prototype, Policy Modification, Policy
Transf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