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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농어촌지역개발 지역역량강화사업에서 주민 참여의도가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

다. 연구 방법은 전남지역내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완료한 마을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식 설문을 

통해 238개의 표본을 수집하였고, SPSS22.0와 PROCESS macro 3.5 Model 4를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는 첫째, 사업 참여의도 인식수준에 따라 사업성과에 차이를 보였다. 둘째, 사업 참여의도는 사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나타냈다. 셋째,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사업 참여의도와 사업성과간에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의 한계

는 연구표본이 전남지역에 한정됐다는 점, 사업성과에 정량적 측정이 병행되지 않은 점 등이 있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주민참여의도가 실제 주민참여로 이어졌는지와 그에 따른 성과검증을 통한 구체적 연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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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about the effect of the intention of residents to participate in the regional 

capacity building project on the project performance. For the method, 238 samples were collected from 

villagers in Jeollanam-do, and the hypothesis was verified through SPSS22.0 and PROCESS macro 3.5 

Model 4. The results showed, first,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level 

of awareness of participation intention. Second, participation intention showed a positive (+) effect on 

performance. Third, the mediating effect of the regional capacity building project was confirmed. The 

limitation of the study was that it was limited to the Jeonnam region. Quantitative measurement was 

not performed in parallel with the performance. In the future, an activation plan through actual citizen 

participation and performance verification should be pre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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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950년대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농어촌지역개발사

업은 1990년대까지 농어촌의 낙후지역에 대한 하드웨어

(H/W) 중심의 인프라 정비 사업이 중심을 이루었다. 이

후 농촌에 대한 인식변화와 함께 농촌 지역의 삶의 질 향

상과 지역문제의 해결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가 강조되면서 본격적인 상향식 개발방식으로 

전환되었다. 2000년 이전까지는 기반시설 조성 등의 정

부 주도의 하향식 개발방식이었다면, 2000년 이후에는 

주민이 스스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상향식 개

발방식으로 전환된 것이다[1].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가 2010년 지자체가 자율적으

로 설계․집행하는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본격

적인 주민주도형 상향식 농어촌개발사업이 추진되었다. 

주민주도형 개발사업이란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현안문

제를 해결하고, 그 지역만의 특색있는 자원을 개발하여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지역주민이 지속적으로 관리하

는 사업이다[2]. 

상향식 방식에서 주민에 의한 사업계획수립과 역량강

화 분야가 중시되면서, 이들 분야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농어촌개발 컨설팅이 활성화되었다[3]. 

지역역량강화사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 하지만 20년 이상 집중

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는 소극적이며, 사업 과

정 중에 주민 갈등이나 운영 부진 등으로 사업의 지속가

능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지역역량강화사업이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적극적인 주민참여

를 유도하고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

어야 한다. 

농어촌개발 컨설팅 분야인 지역역량강화사업은 2000

년대 초에 태동한 이래 현재까지 농촌 내부역량을 강화

하는 측면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성과

를 검증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더구나 그 

성과지표나 방법론에 대해서도 정론화되지 못하였다[3].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주민참여를 필수로 하는 역량강화사

업이므로 사업의 질적․정성적 평가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

이지만,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소득증대, 정주여건, 예

산집행 등 물적․정량적 지표 중심의 평가가 이뤄졌고, 사

업의 질적․정성적 평가는 미흡한 실정이기도 하다[4]. 더

구나 사업성과의 주관적 평가에 대한 연구라 하더라도 

다수의 연구가 사례연구 중심이 되고 있다[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서 주민

참여의도와 사업의 성과간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고자 하

며, 특히 그동안 연구가 미흡했던 농어촌개발 컨설팅(지

역역량강화사업)을 매개효과로 사업성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농어촌개발 컨설팅 분야는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의 한 영역이지만,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이라고 할 수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연

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사업성과에 대한 변인은 기존의 정량적 지표보다는 정

성적, 질적 평가지표를 사용하였다. 참여의도는 자발적 

참여와 비자발적 참여로 구분하여 인식수준에 따른 사업

성과와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참여의도의 인식수준에 따른 사

업성과에 대한 차이검증’을 처음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연

구결과에 의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실증분석

을 통해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서 농어촌개발 컨설팅 분

야가 갖는 정책적 시사점과 함께 새로운 관점을 찾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농어촌개발 컨설팅

농어촌개발 컨설팅은 2000년대 초반 상향식 농촌지

역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그 영역이 전문화되어 컨설팅

을 수행하는 민간조직을 중심으로 한 상업적 컨설팅 시

장이 활성화되었다[3]. 2008년 농어촌개발컨설턴트라는 

전문자격제도가 도입되었고, 2014년 국가공인자격 인증

을 받아 시행되고 있다[6]. 농어촌개발 컨설팅은 ‘농촌마

을의 다양한 영역의 교육, 연구, 컨설팅을 수행하는 전문

적인 서비스’라고 정의할 수 있다[6]. 농어촌개발 컨설팅

은 흔히 지역역량강화사업과 혼용하여 사용되기도 하지

만, 그 범위는 농촌마을의 어메니티 자원발굴과 조사, 지

속발전을 위한 계획수립, 인적자원 육성 교육, 거버넌스 

구축, 경관 및 공간 디자인 구축, 상품 개발과 서비스를 

위한 6차산업화,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경영 및 마케팅을 

포함한다[7]. 즉 농어촌개발 컨설팅은 단일내용이 아닌 

다양한 사업내용에 대한 종합적 성격을 지닌다.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지 20여년

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컨설팅에 대한 성과를 진단할 필

요가 있다. 

2.2 주민참여의도

주민참여에 대한 용어를 처음 정의한 Verba(1967)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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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를 ‘공적 권한이 없는 일반 주민들이 공적 영역

의 행위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해당 정책결정 과정에 참

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8]. 여기에 Arnstein(1969)과 

Huntington(1981)은 주민참여에 대해 주민들의 ‘의도

된 행위’에 좀 더 초점을 맞추었다[9,10]. 

농어촌개발사업에서 주민참여는 사업의 계획과정뿐만 

아니라 시행, 운영 및 관리에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1]. 

주민참여 이론으로 Arnstein(1969)는 주민참여의도

를 사다리모형에 따라 비참여단계, 형식적 참여단계, 실

질적 참여단계인 8단계로 구분하였다[9]. OECD(2001)

은 다시 정보제공, 협의, 능동적 참여인 3단계로 제시해 

형식적 참여와 실질적 참여로 구분하였다[12]. 

본 연구에서는 OECD의 구분을 농어촌개발사업에 맞

게 수정하여 자발적 참여와 비자발적 참여로 구분하여 

연구에 적용하였다. 

2.3 지역역량강화사업

농어촌개발사업에서 지역역량강화사업이란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특성을 활용하여 소득향상, 

공동체 복원,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운영에 맞는 

역량을 갖추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정의한다[13]. 

지역역량강화사업은 크게 교육․훈련, 일반컨설팅, 마을

경영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교육․훈련은 주민 및 리더교

육, 활성화프로그램, 전문가양성 위탁교육, 교육비품 및 

장비지원, 견학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일반컨설팅

은 마을활성화 계획수립, 사업모니터링,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지역현안문제 발굴 및 개선, 운영 전략 등이다. 마

을경영지원은 추진위원회 운영지원, 사무장 지원 등이다

[14]. 이 중 교육과 일반컨설팅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갖

는 대표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역량강화사업의 구성요소

를 농식품부에서 2021년 지침에서 제시한 항목을 기본

으로 하여 교육, 컨설팅 분야로 구분하였다[15]. 

2.4 사업성과

농어촌지역개발에서 사업성과는 다양한 지표를 사용

하고 있다. 상향식 개발사업 시작된 2000년대 초기의 사

업성과는 주민소득 증가, 방문객 수, 인구증대, 일자리 창

출, 시설물 활용도, 기초생활수준 향상 등의 경제적 성과, 

정량화된 효과 등의 분석이 이뤄졌다. 

반면 2015년 이후에서는 주민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식 변화와 자긍심 고취, 공동체 활성화, 주민만족도, 파급

효과 등 정성적 지표 및 주관적 평가 관련 연구가 증가하

는 추세이다[2,5,16,17,18,19].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를 토대로 주민 의식 변화, 공

동체 활성화, 파급효과 등에 대한 지표를 활용하여 사업

성과의 질적 측면에서의 성과를 다루었다. 

3. 연구 방법 및 절차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주민참여가 지역역

량강화사업을 매개로 하여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실증분석이다. 선행 연구에서 검증한 바가 없는 지역

역량강화사업을 매개변수로 하였으며, 사업성과변수를 

정성적 성과지표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에 따른 연구모형

은 Fig.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3.2 가설 설정

Heo & Hyun(2018)은 농어촌지역개발에서 주민참여 

수준과 사업성과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주민

참여는 성과목표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다[16]. Lee & Shim(2020)은 농촌마을개발사업에서 사

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상향식 접근방법을 통한 최소

한 정부지원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기반이 되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20]. 또한 Kang(2018)은 주민참여가 

마을의 내발적 활성화를 가능케하여 농촌지역개발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21]. 이러한 최근 선

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주민의 사업참여의도의 인식 수준에 따라 사업

성과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 주민의 사업참여의도는 사업성과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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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컨설팅으로써 지역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선

행연구는 미흡한 실정이지만, Hwang & Cho(2021)는 

지역역량강화사업 성과에 따라 주민들의 참여의도에 차

이가 있으며, 사업성과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11]. 

Baek & Jang(2019)는 농촌마을 컨설팅 서비스 품질이 

사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6]. 이

를 토대로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3.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주민의 사업참여의도와 

사업성과간에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3.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 자료는 전남지역내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추

진하고 있거나 완료한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2021년 

9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면대면 설문조사를 시행하

여 총 238개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는 사업이 추진

중인 권역과 완료한 권역이 적절한 비중을 차지하도록 

안배하였으며, 조사대상은 사업추진시 1회이상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 변수 중 참여의도에 관한 측정지표는 

OECD(2001)에서 제시한 정보제공, 협의, 능동적 참여 

지표를 다시 농어촌개발사업에 맞게 수정하여 자발적, 비

자발적 유형으로 구분하여, 자발적 참여의도 7개 문항, 

비자발적 참여의도 9개 문항으로 수정하였다. 지역역량

강화사업에 관한 측정지표는 교육 5개 문항, 컨설팅 6개 

문항, 사업성과는 정성적 산출지표로 사용하여 문항을 구

성하였다. Song. et al.(2018)과 Kim & Jeong(2020)에

서 제시한 주민의 사업참여 증가, 마을리더의 리더십 증

가, 사업주체들간의 커뮤니케이션, 지역발전 비전설정, 

사업추진 네트워크 등과 Kim(2020)에서 제시한 주민참

여, 지도자의 리더십, 방문객 증가, 공동체활성화, 주민자

치의식 제고 등을 수정‧보완하여 총 8개 문항으로 구성하

였다. 설문지 측정항목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분석은 SPSS 22.0과 PROCESS macro Model 4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22]. 모든 분석에서 유의수준은 

p<.05로 하였으며, 부트스트래핑은 표본수를 10,000개

로 설정하였다. 

4. 연구 결과

4.1 조사 대상자의 일반 특성

연구변수의 특성과 분포를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확인

했다. 왜도(-1.093~.077), 첨도(-1.109~.760) 절대값이 

각각 3이하로 나타나 일반적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응답자 중 남성은 122명(51.3%), 여성은 116명(48.7%)

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연령대는 60대가 38.7%, 50

대(26.9%), 70대이상(18.5%) 순이었다. 교육 수준은 고

졸이 37.0%, 대졸이 32.8%를 나타냈다. 지역내 거주기

간은 30년 이상인 응답자가 44.5%였고, 다음으로 

20-29년(19.3%), 10-19년(16.8%), 1-9년(16.8%)로 비

슷한 양상을 보였다. 

추진 사업으로는 2015년 이후 중점추진된 농촌중심

지활성화사업이 39.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마을만들

기사업(27.7%), 권역단위종합정비(농촌마을종합개발포함)

사업이 21.8%로 뒤를 따랐다. 응답자 중 마을리더나 위

원장은 16.8%, 추진위원(15.1%), 사무장(6.7%), 일반주

민(61.3%)를 차지했다. 현재 사업이 추진중인 지역은 

51.3%, 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48.7%였다. 

<N =238>

Categories N %

Project 
name

Revialization of rural centers 94 39.5

Basic living base 8 3.4

Strengthening local government capacity 16 6.7

Village building 66 27.7

Rural restoration 2 0.8

Regional Unit Comprehensive Maintenance 52 21.8

Role  

Reader 40 16.8

Promotion member 36 15.1

Secretary 16 6.7

General residents 146 61.3

Status
Project in progress 122 51.3

Project done 116 48.7

Gender
Male 122 51.3

Female 116 48.7

Age Group

30’s or younger 14 5.9

40’s 24 10.1

50’s 64 26.9

60’s 92 38.7

Over 70 44 18.5

Education

Less than middle school 38 16.0

High school 88 37.0

College 22 9.2

Bachelor 78 32.8

Master and above 12 5.0

Residence 

Less than 1 year 6 2.5

1-9 years 40 16.8

10-19 years 40 16.8

20-29 years 46 19.3

More than 30 years 106 44.5

Table 1. Respondents’ Gener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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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변수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은 SPSS 22.0

를 통해 검증하였다. 요인추출 방법은 최대우도법, 요인

회전방법은 카이저 정규화를 사용한 Promax, 추출 기준

은 고유치는 1이상으로 하였다. 설문 항목과 표본수의 적

정성 여부 파악을 위한 KMO(Kaiser-Meyer-Olkin) = 

.896, Bartlett χ2 = 5735.948 (p=.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5개 요인에 27개 지표가 추출되었고 

총 누적변량은 60.641%였다. 신뢰성은 α=.923~.853 범

위로 나타났다. 결과는 Table 2에서 보여준다.

items VPI Per Edu IPI Con
commom

ailty

Cronbac

h's α

vol7 .789 .040 -.136 -.004 .033 .770

.923

vol8 .782 .066 -.028 .032 .124 .801

vol5 .686 .044 .076 -.013 .053 .483

vol6 .673 -.037 .062 .136 .093 .565

vol9 .660 .171 -.080 .031 .175 .788

vol2 .585 -.005 -.216 .160 .022 .629

vol3 .511 -.019 -.144 .268 -.002 .550

vol4 .434 -.055 -.259 .269 -.025 .519

per4 -.107 .825 .012 .199 -.009 .689

.890

per6 .027 .751 -.139 -.095 -.022 .631

per1 .017 .668 -.078 .006 .139 .611

per5 .011 .640 -.176 -.024 .018 .531

per3 .127 .639 -.004 .168 -.006 .576

per2 -.085 .602 -.017 -.011 .230 .496

per8 .243 .552 .076 .148 -.045 .481

per7 .389 .450 -.014 -.282 .035 .446

edu3 .011 .053 -.845 .077 -.022 .793

.894

edu4 .016 .009 -.809 -.090 .036 .648

edu5 -.045 .004 -.742 -.054 .231 .668

edu1 .071 .075 -.712 .038 -.028 .601

edu2 -.001 .046 -.661 .144 -.028 .529

invol3 .019 .047 -.136 .771 .024 .735

.907

invol2 .107 .055 -.076 .754 .109 .816

invol1 -.024 .132 .089 .698 .215 .630

invol4 .249 .045 -.048 .626 .034 .678

invol6 .220 .048 -.163 .554 -.029 .589

con4 .031 -.082 -.104 -.004 .809 .684

.853

con2 .045 -.090 -.094 .028 .721 .564

con6 -.011 .211 .103 .034 .704 .625

con1 .094 .022 .010 .049 .604 .451

con5 -.095 .211 -.118 -.010 .565 .488

con3 .168 -.028 .028 .104 .473 .341

Eigen Value 12.184 2.524 1.968 1.398 1.329

variance(%) 38.076 7.888 6.151 4.371 4.153

Cumulative 
variance(%)

38.076 45.964 52.115 56.487 60.641

Kaiser-Meyer-Olkin = .896, χ2 = 5735.948, df = 496, P = .000

Note: VPI=Voluntary Participation Intention; IPI=Involuntary Participation 

Intention; Per=project performance; Edu=Education; Con=Consulting

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sult

추가적으로 동일한 응답자가 자기보고식 설문응답을 

하였기에 동일방법편의(CMB)가 발생했는지 확인하였다. 

Harman의 Single factor 방식을 통한 확인 결과 단일 

요인에 대한 분산이 32.185%로 나타났다. 따라서 동일

방법편의에 의한 오류는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23].

4.3 상관관계 분석

피어슨 상관관계의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상

관계수가 ±.41~±.80 범위에 있으며 모든 변수들간 정

(+)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m s.d VPI IPI Edu Con Per

VPI 3.832 .666 1

IPI 4.010 .599 .684** 1

Edu 3.889 .802 .488** .468** 1

Con 3.552 .649 .506** .488** .429** 1

Per 3.544 .617 .536** .416** .451** .527** 1

**. P < .01 

Table 3.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test

4.4 가설 검증

Perfornance Variables

m s.d

t pcluster1
(n=118)

cluster2
(n=120)

cluster1
(n=118)

cluster2
(n=120)

Increased voluntary 
participation of 

residents

3.29 3.85 .668 .682 -6.422 .000

Creating a business 

model with 
characteristics

3.27 3.53 .844 .869 -2.360 .019

Prioritize the common 
good over the 

individual
3.41 4.13 .829 .647 -7.526 .000

Increased sense of 
community

3.41 3.97 .808 .840 -5.239 .000

New leaders and 
workers are born

3.19 3.73 .653 .817 -5.708 .000

Local self-supporting 
organization is born

3.25 3.63 .706 .819 -3.821 .000

Urban residents 
migrate and 

exchanges increase

3.02 3.58 .751 .958 -5.082 .000

Increased 

understanding of 
villages and regions

3.37 4.03 .664 .755 -7.160 .000

overall average 3.28 3.81 .741 .798 -5.415 .002

*p<.05, *p<.001

Table 4. Hypothesis result for mean difference

주민의 사업참여의도의 인식 수준에 따라 사업성과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가설 H1 검증을 위해 군집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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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과 T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사업

참여의도의 인식 정보에 대해 기술통계량을 확인하여 표

준화된 값을 만든 후, 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해 2개의 군

집 수를 판단하였고, 그런 다음 비계층적 군집분석과 T

검정을 통해 통계적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군집1은 자발적․비자발적 참여의도가 모두 낮은 집단

이고, 군집2는 자발적․비자발적 참여의도가 모두 높은 집

단이다. 분석결과, 사업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가설 H1이 지지되었다. 자발적 참여의도와 

비자발적 참여의도간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사

업성과 변수 중 ‘개인이익보다 마을과 주민 전체의 공동이

익을 우선 생각한다’로 군집1(m=3.41)과 군집2(m=4.13)

간에 0.72의 평균차이를 보였다. 두번째가 ‘마을이나 지

역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가 0.66의 평균차이를 보였다. 

가설 H2, H3을 위한 변수간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분

석은 PROCESS macro Model 4를 사용하였다. Model 

4는 단순 매개모형으로 예측변수(자발적, 비자발적)가 매

개변수(교육, 컨설팅)을 통해 결과변수(사업성과)에 영향

을 미치는 정도를 설정한다[22]. 

가설 H2, H3 검증을 위해 사용된 통제변수는 성별, 

사업에서 역할, 사업추진현황이다. Table 5에서는 참여

의도와 사업성과간의 직접효과에 대한 결과를 보여준다. 

분석결과 자발적 참여의도(B=.346, p<.000)는 사업성과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34.6%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비자발적 참여의도(B=-.061, p>.05)

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된 통제변수 즉 

성별, 사업에서 역할, 사업추진현황 모두 사업성과에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로써 가설 H2 중 

H2-1은 지지되고, H2-1은 기각되었다. 

Hypothesis(path) B SE t p LLCI ULCI Result

VPI→Per .346 .070 4.549 .000 .182 .459 accept

IPI→Per -.061 .079 -.797 .426 -.217 .092 reject

Model summary: R = .638, R-sq = .407, MSE = .233,  
F = 22.5499, df1 = 7, df2 = 230, p < .01

Table 5. Hypothesis reslut of direct effect 

PROCESS macro에서 간접효과 검증을 위해서는 부

트스트래핑 신뢰구간내 ‘0’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결

과분석에서 나타나는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중 여

기서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만을 표시하였다. 총효과는 

유의하지 않아도 간접효과가 유의하면 간접효과가 있다

고 해석하며, 계량방법론자들 사이에서도 총효과가 간접

효과의 증거를 탐색하는데 있어서 필수조건이 아니라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22].

Table 6은 가설 H3의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자

발적 참여의도와 비자발적 참여의도는 사업성과와의 관

계에서 지역역량강화사업(교육, 컨설팅)을 매개로 하였을 

때 각각 부트스트래핑 신뢰구간내에 0이 포함되지 않으

므로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적 참의의도

와 사업성과간에는 부분매개효과, 비자발적 참여의도와 

사업성과간에는 직접효과는 없고 간접효과만 있는 것으

로 나타나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H3

에 대한 가설은 모두 지지되었다. 

추가적으로 참여의도와 교육간의 관계에서 일반주민

들보다 리더(위원장)나 추진위원들의 교육참여가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B=27.1, p<.000) 이것은 지도자의 

입장에서 사업에 대한 책임과 관심이 더 높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참여의도와 컨설팅간의 관계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컨설팅에 대한 영향을 더 많이 받았으며(B=12.6, 

p<.025), 사업추진중인 지구보다사업완료된 지구일수록 

컨설팅의 영향력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18.1, 

p<.001). 

Hypothesis(path) Effect SE t P LLCI ULCI Result

Direct(VPI→Per) .320 .070 4.549 .000 .182 .459

Indirect1 
(VPI→Edu→Per) .043 .026 - - .006 .108 accept

Indirect2 
(VPI→Con→Per) .085 .029 - - .035 .148 accept

Direct(IPI→Per) -.036 .056 -.620 .536 -.144 .075

Indirect1 
(IPI→Edu→Per) .044 .022 - - .009 .094 accept

Indirect2 

(IPI→Con→Per)
.115 .033 - - .057 .184 accept

Table 6. Hypothesis reslut of indirect effect

5. 결론

본 연구는 농어촌지역개발 지역역량강화사업에서 주

민참여의도가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

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참여의도의 인식수준과 사업성과간의 차이

검증에서는 군집1(자발․비자발 참여의도가 모두 낮은 집

단)과 군집2(자발․비자발 참여의도가 모두 높은 집단)의 

평균 차이는 사업성과에서 서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군집1(m=3.02~3.41)과 군집2(m=3.5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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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0.53의 평균 차이를 보였다. 즉 자발적이든 비자발적

이든 사업에 높은 참여의도를 보이는 주민들의 사업성과

는 그렇지 않은 주민들보다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군집간 차이를 살펴보면, 도시민이주나 방문교류에 대한 

성과가 가장 낮았고, 개인이익보다 공동체이익을 우선 생

각하게 된 부분이 가장 높은 사업성과로 나타났다. 

둘째, 사업에 대한 참여의도 중 자발적 참여의도는 사

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비자발적 참여의도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즉 자발적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비자발적이고 형식적이며, 간

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보다 높은 사업 성과를 보였으

며, 이것은 사업완료 이후 주민들의 자생적 조직(모임)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간접효과분석에서 지역역량강화사업(교육, 컨설

팅)은 참여의도와 사업성과간에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컨설팅의 경우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나 사

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들과 사업성과간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마을활성화계획수립, 

사업모니터링, 프로그램 개발, 지연현안문제 발굴 및 개

선,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는 컨설팅 분야가 마을의 

새로운 리더창출, 공동체의식 함양, 자생모임 증가, 특성

있는 사업모델 등의 사업성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학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에서 주민참여의도의 인식수준에 따른 분류에 

관한 연구가 기존 연구에서는 없었으며, 본 연구를 통해 

시도되었다는 부분에 의의가 있다. 주민참여의도의 인식

수준에 따라 사업성과에서 각각 다른 차이를 보여주었는

데, 참여의도가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간에 가장 큰 차이

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인이익보다 마을과 주민 전체의 

공동이익을 우선 생각하게 되었다’는 부분에서 0.72의 

평균차이를 나타냈다.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현재의 농어촌지역개발

사업은 완료이후 사업성과가 지속되는 지구가 있는 반면, 

그대로 방치되고 성과가 미흡한 지구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도 사업추진시보다 사업완료 이후에 진행하는 

컨설팅의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난 것처럼 사업완료 이후

의 컨설팅을 더 강화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지속

화를 강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들의 사업참여의도, 즉 맹목적인 사업참여보

다 의도를 가지고 사업에 참여할 때 사업성과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사업의 진행초기부터 주민들

이 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 유인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역역량강화사업의 교육, 컨설팅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추진 전후를 통한 충분한 시간

과 노력을 통해 주민들의 역량이 강화되도록 해야 하며, 

특히 사업이 선정되고 본격 추진되기 전의 공백기(약1년)

동안 교육, 컨설팅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사업이 본격 추

진되었을 때 단기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며, 사업완료 이후에도 사업성과가 지속될 수 있는 보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남지역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에 지

역적 한계가 있다. 둘째, 사업참여의도에 대한 인식수준

에서 2개의 군집이 분류되어 다양한 차이검증이 미흡하

였다. 셋째, 사업성과에 있어서 정량적 측정이 병행되었

어야 하지만 그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방향은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서 주

민참여의도가 실제 주민참여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검증

과 그에 따른 성과검증을 통해 주민참여 활성화방안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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