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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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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 지역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지역사회 침체 

등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2004년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

고, 이에 근거하여 2005년부터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개

발과 지역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이 추진되었다(박진욱과 엄붕훈, 2012).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과정의 갈등특성 연구 
-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참여 주체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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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대학교 조경학과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flicts occurred
in the rural area development business promotions

- Focused on the awareness survey of the subjects participate 
in regional comprehensive development project -

Shin, Yong-Gyu ∙ Cho, Joong-Hyun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Dongshin University

CDUVTCEV : This study aims to offer base line data for efficient conflicts control measures by first, analyzing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regional comprehensive development project and second, identifying level, type and cause of the conflicts appeared during the 

development business promotion. For this purpose, theoretical side of this study establishes a basic frame by reviewing the existing 

researches in order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flicts between the participation subjects in the development business, and 

the empirical side conducts survey and analysis on the awareness on these conflic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survey revealed 

the followings. First, the respondents were aware of the overall promotions of the business quite positively, second, the conflicts 

were considered as a major obstacle against the development project promotion just as the other negative factors, third, majority of 

the responses on the seriousness of the conflicts were neutral which meant that the conflicts could be deepened by situations, fourth, 

most respondents had positive recognition on the needs of conflict control training and its effectiveness, and last but not least, most 

respondents of the survey revealed their intentions to take parts in trouble shooting from the conflicts. Based on the results above, 

we were able to extract several elements to consider preparing the countermeasures for the conflicts. First, specific plan should be 

arranged and institutionalized in order to control the conflicts between the residents at the initial stage of the development business 

or even before. Second, the specific plan must lower its threshold for easy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s in that region and make the 

residents main body of the conflict control. Third, enhanced conflict control education must be provided to the residents of the 

region where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is in progress or being prepared.

Mg{" yqtfu : Amenity, Types of Conflicts, Conflicts Control, Education for Conflicts Control, Trouble Shoot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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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은’은 몇 개의 마을을 묶은 소

생활권(권역)을 기본단위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하고, 마을단위 공동체의 활성화 및 지역사회 유지를 목

적으로 하는 사업이며, 2017년까지 1,000여개 권역 조성

을 목표로 현재까지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다. 2009년까

지는 기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추진

되었으며, 2010년부터 사업명칭이 변경되어 2013년까지

‘권역단위 종합정비’, 2014년도에는 ‘마을권역단위 종합

Up to 2009 2010~2012 2013
1. The Small Town Development Project 
2. The Myeon Center Comprehensive 

Development Project 

1. The Comprehensive Improvement 
Project of the Seat of Eup/Myeon

1. The Comprehensive Improvement 
Project of the Seat of Eup/Myeon 

3. The Rural Village Comprehensive 
Development Project 

4. The Comprehensive Development of 
the Fishing Village 

5. The Mountain Village Project 

2. The Comprehensive Rural Development 
Project of Regional Unit

2. The Comprehensive Rural Development 
Project of Regional Unit

6. The Advanced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 

7. The Residential Environmental 
Improvement Project 

3. Created and improved new towns 3. Created and improved new towns

8. Rural Living-Environment Renewal 
projects 

9. Agricultural and Potable Water 
Development Projects 

10. Mechanized Form Roads Pavement 
Construction projects 

11. Surface Water Reinforcement projects 
12. Small-Scale Water Development 

Projects 
13. Development Promotion Zone projects 
14. Making Livable City projects 

4. Improved basic living Infrastructure
 - Rural Living-Environment Renewal 
 - Agricultural and Potable Water 

Development 
 - Mechanized Form Roads Pavement 

Construction
 - Surface Water Reinforcement
 - Small-Scale Water Development 

Projects
 - Supported the Rural Experience Village 

Projects 

4. Improved basic living Infrastructure
 - The Rural Living-Environment Renewal 

project
 - The Agricultural and Potable Water 

Development Project
 - The Mechanized Form Roads Pavement 

Construction project
 - The Surface Water Reinforcement 

Project
 - Small-Scale Water Development 

projects 
 - Supported the Rural Experience Village 

projects
 - The Creating Community Culture 

Project
 - The Community Profit-making Project

5. Other independent projects 
 - The Creative Local Project 
 - The Green Growth Project 
 - Collaboration projects 

5. Other independent projects
 - The Creative Local Project
 - The Green Growth Project

15. Supported the New-vitalizing Region 
project 

Transferred to the Fusion Industrialization 
Support

6. Local organizations collaboration 
projects

2014 2015~2018 2019
1. The Comprehensive Improvement 

Project of the Seat of 
Eup/(Dong)/Myeon 

1. Rural Downtown Development 1. Rural Downtown Development

2. The Comprehensive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 of Regional Unit

2. The Creative Village Development 
projects

 - The Comprehensive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 of Regional Unit

 - The Comprehensive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 of Village Unit

 - Culture and welfare
 - Economy (profit-making experience 

projects) 
 - Environment (in terms of scenery and 

ecology)
 - New town projects
 - The Creative City/Gun projects

2. Fostered central places for daily lives
 - Myeon-Center (Stage 1) 
 - Myeon-Center (Stage 2) 

3. Created and improved new towns 3. The Regional Capacity Building Project 3. The Village Development projects
 - Comprehensive development projects
 - Independent development projects
 - New town projects 

4. Other independent projects
 - Basic living Infrastructure
 - The Creative Local Ideas projects
 - The City/Gun Capacity Building Project 

4. Basic living Infrastructure

4. The Rural Amenity Project
5. The Rural Public Housing Project
6. The City/Gun Capacity Building Project 
7. Basic living Infrastructure 

Table 1. The Changes in Local Development Policies for Rural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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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2015년도부터 2018년도 까지는 ‘창조적마을만들

기’ 내에 세부 사업으로 ‘권역단위 종합개발’로 편성되어 

진행 중이다. 향후 2019년 사업대상지구 부터는 ‘권역단

위 종합개발’이라는 사업명칭이 없어지고 ‘기초생활 거

점육성’의 일환으로서 추진될 예정이다(Table 1.).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이 시작된 2005년부터 2016년 

까지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거점면소재지종합개발

사업’ 등을 포함하여 총 1,508개 권역에서 사업이 추진

되고 있으며(한국농어촌공사, 2017), 당초 계획에 따라 

향후 몇 년간은 사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추진된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은 추진과정

에서 다양한 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대

표적인 성과로 ‘농어촌의 어메니티 증진’,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주민 생활환경 개선’, ‘지역특화자원을 활용

한 소득기반 확충’, ‘주민조직 구성 및 역량강화’, ‘도시

민의 귀농·귀촌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차별성이 

없는 획일적인 개발’, ‘참여주체 간 갈등의 심화’, ‘자연

과의 부조화로 인한 농어촌 경관 훼손’, ‘사후 관리시스

템의 부재’ 등은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조

창완, 2013).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중 특히, 사업 참여주체 간에 발생한 갈등문제는 주민 

주도의 농촌지역개발사업이 시작된 2000년대 초반부터 

사업의 추진을 저해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조중현과 김용근, 2008). 이에 따라 농

촌지역개발사업 추진과정의 주민 간 갈등문제에 관한 연

구가 수행되었지만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농촌체험마을

사업과 같은 마을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하거나 주민 간 

갈등양상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초보적인 수준

의 연구였다(김용근 등, 2008; 조중현과 김용근, 2008; 조

중현 등 2008; 이재혁 등, 2014). 

2005년에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이 시작된 이후 농촌

지역개발사업의 패러다임이 ‘마을 단위’에서 ‘권역 단위’

로 변화하고, 사업 추진과정의 갈등문제 또한 보다 복잡

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갈등의 주체 또한 주민에서 사

업의 참여주체 전반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권역 단위로 추진되고 있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추진과

정에서 표출되는 갈등의 양상 및 특성을 밝히고,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요구

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 ‘마을단위’ 사업의 

갈등 문제에서 ‘권역단위’ 사업인 ‘권역단위종합정비사

업’에 참여하는 주체들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첫째, 

현재 추진되고 있는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추진상황을 

분석하고, 둘째,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수준

과 유형, 갈등의 원인을 규명하여 효과적인 갈등관리 방

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0"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2008년부터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을 추진

하고 있는 22개 권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특히 권역단

위종합정비사업에 참여하는 핵심주체, 즉 권역 지도자 

및 사무장, 지자체 공무원과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등 감

독관, 지역역량강화(S/W)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업체 

컨설턴트 등이 연구의 주된 대상이었다. 이들에 대한 인

식조사를 통해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추진상황과 사업

추진과정에서 표출되는 핵심주체 간 갈등의 특성을 분석

하며, 이를 토대로 갈등관리에 효과적인 방안을 제안하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내용적으로는 권역단위종합정비

사업과 갈등의 개념 및 특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권역단

위종합정비사업 추진과정의 핵심주체 간 갈등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구축하였다. 더불어 이를 

구조화하여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에 참여하는 권역 지도

자 및 사무장, 지자체 공무원 및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S/W사업 수행업체 컨설턴트 등 핵심주체를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여기서 나타난 결과를 분석하여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추진상황과 핵심주체 간 갈등의 

특성을 규명하였다.

나0"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이론연구와 실증연구로 구성되었다. 

먼저, 이론연구는 기존 연구에 대한 고찰을 통해 권역단

위종합정비사업의 도입배경 및 추진현황, 추진과정의 성

과 및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더불어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유형과 특성을 조사하여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참여주체 간 갈등의 특성을 분석

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정립한다.

실증연구에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설문조사

를 통해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에 참여하는 핵심주체들의 

갈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다.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은 

SPSS Statistics 20(for Window)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응답자들의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과 참여주체 간 갈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analysis 

of frequency)과 집단 간 인식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한 

독립표본 T검정(T-test),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 등을 실시한다.

끝으로 분석결과를 종합하고,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수준과 유형, 갈등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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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도출하여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시한다.  

II. 이론적 고찰

1.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추진 현황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은 2005년 시작된 ‘농촌마을종

합개발사업’의 새로운 명칭으로, 2011년부터 사업의 명

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은 ‘농어촌

정비법 및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

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법적기반으로 하여 마을의 경

관개선, 생활환경 정비 및 주민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해 

쾌적한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17년까지 1,000개 권역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농림

축산식품부, 2014, 박수진 등, 2013).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은 동일한 생활권과 영농권의 

범위 안에서 발전 잠재력을 지닌 2~5개 마을(행정리)이 

연계해 추진하고, 3~5년간 50억원 한도(현재는 40억 이

내)내에서 국비 70%, 지방비 30%의 비율로 권역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사업의 세부내용으로는 도로, 상하

수도 등 생활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기초생활기반 확충’, 

주민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소득증대’, 마을경관을 아름

답게 조성하기 위한 ‘경관개선’, 주민교육 및 마을 홍보

를 위한 ‘역량강화’ 사업 등이 있다. 이중 기초생활시설

이나 문화·복지시설 등 불특정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공

동 이용시설은 전액 보조로 조성되고, 소득기반시설 중 

행정리를 단위로 하는 공동사업(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법인)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혜택이 다

수 주민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

께 소득기반시설의 경우 시설비 총액의 20%는 참여가구 

전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소득기반시설과 체험시설에 

소요되는 토지구입비, 건물 임차비 등은 수익자가 부담

하도록 하여 사업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였다(농림축산

식품부, 2014).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은 2005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

업으로 시작된 이래 2013년까지 539개권역1)이 조성되었

으며, 그 과정에서 농어촌의 어메니티가 확충되고, 주민

의 복지 및 소득이 증대되었으며, 소득기반 확충으로 지

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지자체와 주민들의 인식 

변화와 함께 자신감이 고취되었으며, 지역의 사업추진역

량이 한층 강화되는 등의 긍정적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개선해야 할 문제점 또한 적지 않았는

데, 획일적인 사업내용으로 인해 차별화된 개발이 미흡

했고, 사업계획수립과정에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마을 간 나눠 먹기식 사업추진으로 중복 투

자나 사업성 결여 문제가 제기되었고, 경관에 대한 고려

가 미흡하여 농어촌 경관 훼손이 심화되었으며, 조성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 사후관리시스템이 미비하였고, 참

여주체 간 갈등이 심화되는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조중현과 양일승, 2014; 조창완, 2013). 이중 특히,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참여주체 간 갈등문제는 가장 심

각하고, 해결이 난해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2.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참여주체 간 갈등의 이해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을 비롯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

진과정의 참여주체 간 갈등문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조중현과 양일승, 

2014; 조창완 2013). 사업 초기에는 대부분 주민 간 갈등

문제가 대두되었으나 이후 점차 사업에의 참여주체 간 

갈등문제로 그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최근까지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을 포함하여 농촌지역

개발사업을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관한 연구는 

주로 주민 간 갈등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여타 참여주

체 간 갈등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주민 간 갈등문제를 다룬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는 여러 주체 간 갈등의 

양상을 유추해볼 필요가 있다.

농촌체험마을사업 등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간 갈등문제를 다룬 선행연구(김용근 등, 

2008; 조중현과 김용근, 2008; 조중현 등, 2008)를 종합해 

보면, 주민 간 갈등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가0" 갈등의 원인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간 갈

등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나 Robert(1980)

가 제시한 3가지 범주, 즉 ‘개인적 요인’, ‘조직·구조적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개인적 

요인에는 ‘목표와 인식의 차이’, ‘리더십의 문제’, ‘타인

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이 있었고, 조직·구조적 요인에

는 ‘책임분담과 이익분배의 문제’, ‘의사소통의 문제’ 등

이 있었으며, 사회적 요인에는 ‘농촌사회의 폐쇄성’이 갈

등을 유발하는 주된 원인이었다(조중현과 김용근 2008). 

나0" 갈등의 유형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간 갈

등의 유형은 크게 ‘원인’과 ‘행동주체’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조중현 등, 2008). 먼저, ‘원인’에 따른 갈등유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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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원인에 따라 도출된 갈등유형으로 앞서 ‘갈등의 

원인’에서 언급되었으므로 ‘행동주체’에 따른 갈등유형을 

살펴보면, ‘공무원과 주민 간의 갈등’, ‘마을지도자와 주

민 간의 갈등’, ‘마을지도자 간의 갈등’, ‘마을 주민 간의 

갈등’ 등 네 가지 유형이 나타났고, 이중 마을지도자와 

주민 간 갈등이 가장 빈번한 갈등유형이었다(조중현 등, 

2008).

다0" 갈등의 결과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이 발생

한 마을에서는 갈등의 결과로 ‘일부 주민들의 의도적인 

사업추진 방해’, ‘특정 주민에 대한 집단 따돌림’, ‘주민 

간 파벌형성’, ‘관계기관에 민원 제기’, ‘사법기관에 고소 

및 고발’, ‘갈등 당사자의 타 지역 이주’ 등이 나타났다

(조중현과 김용근 2008). 

더불어 갈등의 결과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긍정적 측면’으로는 갈등을 

겪는 과정을 통해 갈등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업

추진의 방식이나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하는 점을 들 수 있다. 반면, ‘부정적 측면’으로는 갈등 

당사자 간 오해와 반목이 심해지고, 마을 공동체의 결속

력이 약화되며, 주민 간 신뢰가 손상되어 사업추진에 어

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조중현 등, 2008).

이상의 내용은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과정의 전반적

인 갈등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주

고는 있지만 마을 단위 사업에 비해 참여 주체들의 이해

관계가 더욱 복잡하게 얽혀있는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갈등 특성을 설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를 대상으로 갈등의 

특성 분석을 위한 실증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III.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주

체들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추진 상황과 주체 간 갈등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

고 있는 22개 권역의 추진위원장(또는 추진위원), 사무

장, 지자체 공무원,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지역역량강화

(S/W)사업 추진업체의 컨설턴트 등 사업추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주체를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통해 인식을 조사·분석하였다.

2.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

한 기초조사와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간 갈등 특성 고찰 후 갈등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설문문항을 도출하고,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에 참여하는 

핵심 주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설

문결과 분석을 통해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추진상황과 

참여 주체 간 갈등의 특성을 도출한다. 마지막 단계로 

참여 주체 간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구체적인 연구모형은 (Figure 1)과 같다. 

Figure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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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문항 구성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추진 상황 및 주체 간 갈등

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업추진 상황’, ‘갈등의 특

성’, ‘갈등의 관리’,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 크게 네 가

지 분야별로 적합한 문항을 도출, 총 20개의 설문문항을 

선정하였다. 또한, 각 설문문항의 특성에 따라 개방형 또

는 폐쇄형 설문방식을 혼용하였으며, 이중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한 설문문항은 7개 문항이다. 설문문항은 

(Table 2)와 같다.

Category Questions

Business 
status

Time to start the regional development business
Business easy to promote and business difficult to 
promote
General progression of the regional comprehensive 
development project*
Reasons difficult to promote the business

Characte
ristics of 
conflicts

Seriousness of the regional conflicts*
Types of the regional conflicts
Main parties in the regional conflicts
Reasons of the regional conflicts

Conflicts 
Control

Awareness level on the needs of conflict control*
Awareness level on the needs of conflict control 
education*
Awareness level on the effectiveness of conflict 
control education*
Intention to recommend conflict control education*
Intention to put efforts to control conflicts*
Specific efforts to control conflicts

Demogra
phic 

sociologi
cal 

features

Gender
Age
Educational background
Occupations
Residence period
Role at the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Table 2. Questionnaire items subject to the participants of 
regional comprehensive development business

*Questionnaire items using the 5-point Likert scale

4. 자료수집 및 조사방법 

본 연구에서는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주

체들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추진상황과 갈등의 양상 및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2015년 6월~7월 동안 총 

3회에 걸쳐 시행한 ‘사업 5주체 합동교육과정’에 참여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대상자

인 교육생은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핵심주체로, 추진

위원장과 추진위원, 사무장, 지자체 공무원, 한국농어촌

공사 직원, 지역역량강화(S/W)사업 추진업체의 컨설턴트 

등이었다.

Division Contents

Investigation 
periods

·1st: 10 June, 2015 
·2nd: 24 June, 2015 
·3rd: 8 July, 2015 

Survey 
participants

Local residents, chief manager of that 
region, local officers, officers of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employees 
of the related consulting company; total 
162 people

Method to 
collect materials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Method for 
sampling

Convenience sampling method

Table 3. Outline of material collection and investigation method

설문조사는 문항의 특성에 따라 개방형 또는 폐쇄형

으로 구성된 설문문항에 조사대상자 스스로 기입하는 자

기기입방식으로 수행되었으며, 비확률 표본추출방법 중 

하나인 편의추출방법(convenience sampling method)을 통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Table 3).

설문조사는 ‘사업 5주체 합동교육과정’에 참여한 교육

생을 대상으로 교육 후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162부 중 

불성실한 답변 및 무응답 설문지 10부를 제외한 152부

가 유효 표본이었다. 

5. 분석방법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최종 유효 표본은 코딩(Coding) 

과정을 거쳐 통계적으로 분석되었으며, 통계처리에는

SPSS Statistics 20(for Windows)을 사용하였다. 설문대상

자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 사업추진상황, 갈등의 특성, 

갈등관리에 대한 인식 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

(analysis of frequency)을 실시하였고, 집단 간 인식에 차

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

(independent two samples t-test)과 일원배치분산분석(One- 

way ANOVA)등을 실시하였다. 

IV. 분석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하여 유효표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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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선정된 152명의 응답자 중 공무원이 42명(27.6%), 농

민이 34명(22.4%), 농어촌공사 직원이 30명(19.7%), 컨설

팅회사 직원이 29명(19.1%), 사무장이 12명(7.9%)이었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 93.4%(142명), 여자 6.6%(10명)

로 남자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연령은 40대 36.2%(55

명), 30대 27.6%(42명), 50대 17.8%(27명), 60대 11.2%(17

명)순으로 나타났으며, 50세 미만이 전체의 71.1%로 권

역사업에서는 비교적 젊은 층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졸 59.9%(91명), 고졸 19.1%(29명), 대학원졸 

이상 15.1%(23명), 고졸미만 5.9%(9명) 순이었으며, 대졸 

이상이 전체의 75.0%로 나타나 응답자의 학력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 거주기간으로는 무응답이 32.9%(50명)로 가장 높

게 나타났고, 1년 이상 5년 미만 23.7%(36명), 20년 이상 

22.4%(34명), 10년 이상 20년 미만 9.2%(14명), 1년 미만 

8.6%(13명), 5년 이상 10년 미만 3.3%(5명) 순으로 나타

나 5년 미만의 단기 거주자와 10년 이상의 장기 거주자

가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이와 함께 권역사업추진과정

에서의 역할로는 감독관 45.4%(69명), 컨설팅회사 직원 

18.4%(28명), 추진위원장 14.5%(22명), 사무장 13.8%(21

명) 순으로 나타났다(Table 4). 

2.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인식 

가0" 추진이 잘되는 사업과 추진이 어려운 사업

현재 추진하고 있는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중 가장 

추진이 잘 되고 있는 사업으로 응답자의 45.4%(69명)가 

‘기초생활기반 확충’을 들었고, 반면 가장 추진이 어려운 

사업으로 응답자의 37.5%(57명)가 ‘소득증대’를 들어 자

부담이 없는 기초생활기반 사업은 추진이 용이한 반면, 

부지확보 및 자부담이 요구되는 소득증대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Items contents
frequency 
(person)

percentage 
(%)

Business 
easy to 
promote

expansion of basic 
livelihood foundation

69 45.4

increase of income 17 11.2
landscape 

improvement
6 3.9

empowerment 6 3.9
non-response 54 35.5

Business 
difficult to 

promote

expansion of basic 
livelihood foundation

8 5.3

increase of income 57 37.5
landscape 

improvement
12 7.9

empowerment 8 5.3
non-response 67 44.1

Table 5. Business easy to promote and business difficult 
to promote

나0"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전반적인 추진상황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전반적인 추진상황에 대해서

는 ‘양호하다’는 긍정적인 응답자가 49.3%(75명), ‘보통이

다’는 중립적인 응답자가 40.8%(62명), ‘미흡하다’는 부정

적인 응답자가 9.9%(15명)으로 나타나 응답자가 대부분

은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이 비교적 양호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Items contents frequency 
(person)

percentage 
(%)

Occupation

farmer 34 22.4
civil servant 42 27.6

officer of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30 19.7

employee of 
consulting company 29 19.1

regional manager 12 7.9
others 3 2.0

non-response 2 1.3

Gender
Male 142 93.4

Female 10 6.6

Age

Under 20‘s 1 0.7
20’s 10 6.6
30’s 42 27.6
40’s 55 36.2
50’s 27 17.8

over 60’s 17 11.2

Academic 
background

below high school 
graduate 9 5.9

high school graduate 29 19.1
college graduate 91 59.9
above graduate 

school 23 15.1

Residential 
period

less than a year 13 8.6
1 to 5 years 36 23.7
5 to 10 years 5 3.3
10 to 20 years 14 9.2
over 20 years 34 22.4
non-response 50 32.9

Role

promotion hairperson, 
promotion committee 25 16.5

consulting company 
employee 28 18.4

regional maanger 21 13.8
 supervisor 69 45.4

others 9 5.9
Valid 

sample 152 people

Table 4. Demographic sociological features of the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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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contents
frequency 
(person)

percentage 
(%)

Overall 
promotion 

status

good 75 49.3

normal 62 40.8

bad 15 9.9

Table 6. General progression of the regional 
comprehensive development project 

독립표본 T검정 결과, 권역 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집단과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집단 사이에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에 대한 인식에 있어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7).

division

general promotion status of the 
business

Mean 
(M)

Standard 
deviation 

(SD)
t-value(p)

Seriousness 
of regional 

conflicts

serious -.06 .854

-3.472not 
much

.78 .800

Table 7. Difference in the awareness level on overall 
promotion status of the regional comprehensive 
development business depending on the awareness of 
the seriousness of the regional conflicts

***p<.001

다0"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이유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이유를 복수

응답하게 한 결과, ‘주민들의 무관심과 참여 부족’ 

48%(73명), ‘부지확보의 어려움’ 25.7%(39명), ‘참여주체 

간 갈등’ 25.0%(38명), ‘자부담의 어려움’ 24.3%(37명), 

‘리더의 독단적인 사업추진’ 3.9%(6명) 등으로 나타났으

며,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갈등 문제 역시 사업추진을 어

렵게 하는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Table 8).

Items contents
frequency 
(person)

percentage 
(%)

Reasons 
difficult 

to 
promote 

the 
business

obstacles to secure lot 39 25.7

lack of interest / 
participation of 

residents
73 48.0

dogmatically promoted 
business by leader

6 3.9

burden of self-pay 37 24.3

conflicts between 
participating parties

38 25.0

Table 8. Reasons difficult to promote the business

3. 권역 갈등의 양상에 대한 인식 

가0" 권역 갈등의 심각성

권역 갈등의 심각성에 대해 ‘심각하다’는 응답자가 

10.6%(16명), ‘보통이다’는 중립적인 응답자가 63.2%(96

명), ‘양호하다’는 응답자가 26.3%(40명)로 나타나 응답자

들은 대체로 갈등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Figure 2.).

Figure 2. Seriousness of regional conflicts

나0" 권역 갈등의 유형 및 갈등의 핵심주체

권역 갈등의 유형을 복수 응답하도록 한 결과,  ‘주민

간 갈등’ 36.2%(55명), ‘마을간 갈등’ 29.6%(45명), ‘주민

과 리더간 갈등’ 21.7%(33명), ‘주민과 공무원간 갈등’ 

11.8%(18명), 로 나타났으며, 갈등 문제의 핵심 주체로 

‘주민’ 61.2%(93명), ‘리더’ 24.3%(37명), ‘지자체 공무원’ 

9.9%(15명) 순으로 응답하였다(Table 9). 

이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권역 갈등의 가장 일반

적인 유형은 ‘주민 간’, ‘마을 간’ 갈등이고, 갈등의 핵심

주체는 ‘주민’인 것으로 판단된다. 

Items contents
frequency 
(person)

percentage 
(%)

Types of 
regional 
conflicts

conflicts between 
residents

55 36.2

villages 45 29.6
residents and leader 33 21.7
residents and civil 

servants
18 11.8

leaders 7 4.6
others 23 15.1

Main 
subject of 
conflicts

residents 93 61.2
leader 37 24.3

civil servants 15 9.9
others 27 17.8

Table 9. Types of regional conflicts and recognition on 
main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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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0" 권역 갈등의 원인

권역 갈등의 원인에 대해 복수 응답하도록 한 결과,  

‘주민 개개인의 욕심’ 32.9%(50명), ‘주민들의 무관심 및 

비협조’ 25.0%(38명), ‘참여주체 간 의견충돌’ 23.0%(35

명), ‘사업비 배분의 불균형’ 13.8%(21명) 등이 높게 나타

나 권역 갈등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Table 10).

contents
frequency 
(person)

percentage 
(%)

difference in individual resident’s 
desire

50 32.9

old grudges between villages/ 
individuals

25 16.4

leader’s dogmatism in the business 
promotion

8 5.3

unfair distribution of profits 8 5.3

unclear fund implementation 3 2.0

imbalance of business expense 
distribution

21 13.8

 unsociable decision making process 4 2.6

lack of interest/participation of 
residents

38 25.0

conflicts of opinions between related 
parties

35 23.0

others 14 9.2

Table 10. Causes of regional conflicts

4. 갈등관리에 대한 인식 

가0" 갈등관리의 필요성

갈등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74.3%(113명), ‘보통이다’는 중립적인 응답자가 21.1%(32

명),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자가 3.9%(6명)로 나타나 응

답자들은 갈등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 공감하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Figure 3.).

Figure 3. Needs to control conflicts

나0" 갈등관리 교육의 필요성 및 효과성

갈등관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자

가 82.8%(126명), ‘보통이다’는 중립적인 응답자가 

10.5%(16명),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자가 5.3%(8명)로 나

타나 응답자 대부분은 갈등관리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갈등관리 교육이 도움이 

되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자가 87.5%(133명), 

‘보통이다’는 중립적인 응답자가 10.5%(16명), ‘아니다’는 

응답자가 0.7%(1명)로 나타나 응답자 대부분은 갈등관리 

교육이 도움이 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더불어 갈등

관리 교육을 타인에게 권유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자가 87.5%(133명), ‘보통이다’는 중립적

인 응답자가 8.6%(13명), ‘아니다’는 응답자가 2.6%(4명)

로 나타나 응답자 대부분은 갈등관리 교육을 타인에게 

권유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Figure 4.). 이 같은 

결과는 응답자 대부분이 갈등관리 교육의 필요성과 효과

성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a) Needs of conflict control education

b) Effectiveness of conflict contro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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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Intention to recommend conflict control education

Figure 4. Needs and effectiveness of conflict control education

다0" 갈등문제의 해결 노력

‘갈등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자가 91.4%(139명), ‘보통이다’는 

중립적인 응답자가 7.2%(11명), ‘아니다’는 응답자가 

0.7%(1명)로 나타나 응답자 대부분은 ‘갈등문제 해결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겠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

다. 이와 함께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갈등 조정자’ 32.2%(49명), ‘대화와 소통’ 

9.9%(15명), ‘갈등교육 참여 유도’ 6.6%(10명), ‘반대자 

설득’ 5.9%(9명) 등의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Table 11). 

Items contents
frequency 
(person)

percentage 
(%)

Intention to 
solve 

conflicts

 yes 139 91.4

neutral 11 7.2

no 1 0.7

Methods to 
solve 

conflicts

conflict mediator 49 32.2

persuading 
opponents

9 5.9

recommending 
conflict control 

education
10 6.6

offering alternatives 7 4.6

changing self 3 2.0

deepening 
understanding on 

the business
4 2.6

communication and 
dialogue

15 9.9

Table 11. Efforts to solve conflicts

라0" 갈등의 관리방안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관리방안 마련 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요소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추진 전 또는 추진 초

기부터 주민 간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은 필연적인 과

정이므로 대상지 선정을 위한 ‘예비계획’ 이나 사업추진

을 위한 ‘기본계획’에 권역의 여건에 맞는 갈등관리방안

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권역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갈등관리 방안

은 사업 주체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고, 

누구보다도 주민이 갈등관리의 핵심주체가 되는 방안이

어야 할 것이다. 이는 권역 갈등의 핵심주체가 주민인 

동시에 주민들이 권역 갈등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의사를 

지니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준비

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권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갈등관

리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갈등관리교육의 필

요성과 효과성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여기서 갈등관리 교육의 

강화는 갈등관리 교육의 횟수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권역 갈등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법을 찾을 수 있

는 토론식 교육 등 교육방법의 개선을 포함하는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들

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을 분석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수

준과 유형, 원인 등을 규명하여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기

여하고자 수행되었다.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추진 상황 및 주체 간 갈등

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핵심

주체인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 사무장, 지자체 공무원,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지역역량강화(S/W)사업 추진업체

의 컨설턴트 등을 대상으로 4가지 분야, 총 20개 문항으

로 구성된 설문지를 활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들은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중 비교적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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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이 용이한 사업으로 ‘기초생활기반확충’을, 추진이 어

려운 사업으로 ‘소득증대’를 들었으며, 이는 ‘기초생활기

반확충이’이 자부담이 없는 반면, ‘소득증대’는 부지확보 

및 자부담이 수반되는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전반적인 추진상황에 대

해서 응답자 대부분은 비교적 양호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응답자들은 사업추진이 어려운 이유로 ‘주민의 

무관심과 참여 부족’, ‘부지확보의 어려움’, ‘참여주체 간 

갈등’, ‘자부담의 어려움’, ‘리더의 독단적인 사업추진’   

순으로 답하여 갈등 문제 역시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성공적 사업추

진을 위해서는 참여주체 간 발생하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응답자들 중 권역 갈등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

하는 비율은 높지 않았지만 중립적인 응답이 과반수 이

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 상황에 따라 갈등문제가 심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권역 

갈등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

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응답자들은 갈등의 일반적인 유형으로 ‘주민 

간’, ‘마을 간’ 갈등을 들었고, 갈등의 핵심주체는 ‘주민’

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권역 갈등의 원

인으로 ‘주민 개개인의 욕심’, ‘주민들의 무관심 및 비협

조’, ‘참여주체 간 의견충돌’에 대한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나 권역 갈등의 핵심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

한 결과는 권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갈등관리 방안을 마

련하고 실행하는 것이 권역 갈등문제 관리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로 판단된다.

다섯째, 응답자들은 대부분 갈등관리의 필요성에 공감

하고 있었고, 특히 갈등관리 교육이 필요하며, 자신이 참

여한 갈등관리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타인에게도 갈등관리 교육을 권유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응답자 

대부분이 갈등관리 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 긍정

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응답자 대부분은 갈등문제 해결에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지니고 있었고,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

적인 노력으로는 ‘갈등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응답자들은 권역 갈등문제 해

결에 적극적인 의사를 지니고 있었다. 이 같은 결과는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핵심주체가 갈등문제 해결에 있

어서도 핵심주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판단

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과정의 갈

등특성과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실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과정의 갈등을 관리하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지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연구들이 축적되어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등

과 같은 농촌지역개발사업은 침체되어 가는 농촌을 활성

화할 수 있는 성공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

주1) 539개 권역은 2011년까지 추진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277개 
권역을 포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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