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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하향식 위주로 추진된 일반농어촌개발사업정책은 중앙

정부 주도의 사업전개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소극적 참여, 
수혜자 입장이라는 인식을 유발하였고, 이는 형식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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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주민참여, 사업에 대한 주민의식 약화라는 결과를 초

래하였다. 이렇게 추진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사업내

용의 획일화, 사업추진 주체의 소외, 사업효과 저조 등 다

양한 문제를 야기하였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0년
부터 사업추진방식을 하향식(top-down approach)에서 상향

식(bottom-up approach)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 상향

식 사업추진을 통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의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고취하여, 자발적인 주민참여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내실화를 꾀하고, 주민 스스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지도자의 영성리더십, 마을의 사회적 자본, 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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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Korea’s general rural development projects, which has shifted its paradigm to a bottom-up approach, should be 
promoted in the direction of focusing on the subjective well-being of the residents in rural areas.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that 
a general rural development project impact on the subjective well-being of the residents and the village leader in the relationship the 
spirituality of leadership, the village’s social capital to analyze the impact any general rural areas, attributed the success of 
development projects with diversifi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basic living-based projects among general agricultural 
fishing village development projects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subjective welfare of the residents.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basic living-based projects and regional income raising projects in general agricultural fishing village development project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altruistic behaviors and beliefs of spiritual leadership.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ffect of the level of 
general farming and fishing village development on social capital, regional income raising projects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such as trust and network. Finall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influence of social capital on subjective 
well-being, it was found that social capital such as trust and network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subjective well-being of rural 
residents. In future research, it is required to select more extended research subjects not limited to residents of limited areas, and 
conduct repeated studies, with expanding the model to include the important variables that affect the subjective well-being of the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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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 학습의 장으로 활용

하면 농촌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내생적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Rhee et al., 2014). 이러한 변화의 흐름

에서 일반농어촌개발사업도 기존 각 부처에서 분산하여 

추진해오던 것을 일원화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주민 참여에 의한 상향식 공모 방식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Park et al., 2017). 
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성과에 관한 연구는 초기에는 사

업추진 실적, 목표달성수준,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중심으로 하는 계량적 평가를 중심으로 한 연구(Kim 
et al., 2006; Han et al., 2007; Chae, 2010; Lee, 2011)가 많

이 수행되었으나 주관적 측면에 관심을 가지면서 주민만

족과 삶의 질이라는 주관적 측정치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

(Park & Choi, 2002; Lee, 2004; Kim, 2006; Park, 2009; Ji, 
2010; Ahn, 2013; Park et al., 2017; Moser et al., 2018)로 확

대되었다. 이제는 우리나라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이

러한 외형적 성과 중심의 정책 방향에서 진일보하여 주민

의 개인적 복지까지 관심을 두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의 표면적이고 집단적

인 삶의 질, 혹은 개인의 만족도 수준의 단순한  측정을 

바탕으로 한 선행 연구를 보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하고자 한다. 삶의 질 또는 행복이란 

개개인이 그들의 생활 속에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라는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측정함

으로써 출발한다. 객관적 복지인 물리적 여건이 아무리 좋

다고 해도 주민은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주관적 복지와 객관적 복지를 분리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주민의 주관적 복지(subjective 
well-being)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성과지표로 설정

함으로써 일반농어촌개발사업에 대한 성과의 지평을 넓

혀 일반농어촌개발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산어촌지역 주민 소득과 기

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농촌 에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 발전

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농촌지역사회에 내재

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농촌사회발전에 긍정적인 

기능과 역할로서 중요함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의 관

련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Rhee et 
al., 2014). Coleman은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로서 사회적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의무와 기대감, 신뢰와 규범을 포함

하였다. 자원의 양과 질에 관계없이 높은 수준의 의무감이 

존재하는 사회 속의 개인은 그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회적 자본을 가지게 되며, 신뢰는 기본적으로 사회 

내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 형성되고, 규범은 집단 내 개인

의 이기심을 방지하고 집단 전체의 목표를 위해 행동함으

로 개인의 이익추구보다 공공선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확보는 삶의 질의 향상과 

연계될 수 있으므로(Kim, 2011), Lee(2018)는 권역단위종

합정비사업이 주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자본

의 매개효과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

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주민의 주관적 복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사회적 자본 확충을 통하여 주민의 

주관적 복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인과

적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민의 주관적 복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사회적 자본

을 대상으로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통합적인 시각을 위한 

기반을 제공해보고자 한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이 최종 소비자

인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마을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며 나아가서는 필수적이다. 주민의 참여를 유발하

고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 농
촌 커뮤니티 리더의 역할이나 역량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발표되었는데(Park et al., 2005; Moore & Rudd, 2005), 특
히 우리나라 농촌의 경우 리더는 구성원들에 비해 특히 

커뮤니티의 경제적 발전과 성장에 대해 더 큰 관심과 책

임을 갖고 이러한 점이 리더의 헌신과 봉사로 나타난다

(Park & Ko, 2018).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서는 일 자체

로 충만감을 느끼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사회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는 리더의 역할이 크다. 이
러한 리더는 서번트 리더십, 변형적 리더십 이론이 결합된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영성 리더십(spiritual leadership)의 

특성을 보유한다고 볼 수 있다. Fry(2003)가 제안한 영성 

리더십은 비전, 이타적 사랑, 신념으로 구성된다. 첫째, 비
전은 리더가 조직이 추구하는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구성원들에게 변화하는 환경에 균형 및 조화를 유지하도

록 설득시키는 과정이다. 둘째, 이타적 사랑은 타인에 대

한 감사, 관심, 돌봄 등으로부터 생기며 행복의 바탕이 된

다. 셋째, 신념은 단순한 희망의 차원을 넘어 간절함으로 

유지되는 기대라고 볼 수 있다. 희망과 신념을 가진 구성

원은 조직의 비전, 미션, 목표가 달성된다는 확신을 가지

며 따라서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더 지속할 가능성

이 높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마을의 역량강화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

업이 영성 리더십 강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마을 

지도자에게는 솔선수범하는 자세, 주민 간 신뢰를 구축하

는 역량이 중요하므로 영성 리더십이 사회적 자본의 강화

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가 거의 발표되지 않고 있어서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공백을 메우는 시도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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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 정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주민의 

주관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2) 그 관계에 마

을지도자의 영성리더십, 마을의 사회적 자본이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성공 

요인을 다각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가. 일반농산어촌개발의 의의 

농산어촌개발사업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 도시가 아

니고 농촌이라는 지역적 차원과 개발이라는 수행적 차원

이다(Moser et al., 2018). 첫째, 전통적으로 거주지는 인간

과 자연이 농업이나 혹은 다른 자원생산과정을 통해서 상

호작용하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점차로 도시화가 진행되

고 인구통계학적 변화가 나타나고 글로벌화가 진전됨에 

따라 농촌과 도시 지역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농촌을 

예로 들면 농촌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화되

고 따라서 농촌지역에 대한 정의가 보다 광범위해지고 있

다. 2005년 OECD는 이러한 경향에 따라 농촌지역을 인구

도를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다. 둘째, 개발은 단순한 양

적 성장 이상의 의미인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라는 요소

가 핵심이 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환경적으로 건강

한(environmentally sound) 개발이며 일반적으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되 미래 세대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개

발로 이해될 수 있다. 즉 현 세대의 필요를 위해 환경을 

훼손하거나 자원을 고갈시킴으로써 미래 세대의 요구에 

대한 충족을 어렵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념이 포함된 개발이 지속가능한 개발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농업, 어업, 임업이 이루어지는 농산어촌 지역에서 이루어

지는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총칭할 수 있다. 협의의 의

미로는 이러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단위개발사업을 의미

한다(Lee, 201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지역전체의 사

업과 단위 지역의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대적 변화

에 따른 농촌개발사업의 개념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정부

주도의 하향식사업이 추진되었다. 이 시기의 목표는  농촌

지역의 열악한 생활환경 개선이었고 이를 위해 기반 중심

의 종합정비를 추진했다. 그러던 것이 주민참여를 유도하

는 자율성과 중앙이 아닌 지역 주도의 개발방식으로 전환

되어 가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점차로 지역과 

지역주민의 역할을 강조하는 사업을 추진했고 그리하여 

2010년부터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하여 여러 부처에서 진

행되던 농촌개발사업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통합

하여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상향식 농촌개발사업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로써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주민주도 하에

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Lee, 2018).

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성과 

일반농어촌개발사업의 성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

할 수 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성과는 개발사업의 

평가지표를 통해 판단하는 객관적 성과와 주민들이 주관

적으로 느끼는 성과, 즉 일반농어촌개발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과 참여라는 주관적 성과가 그것이다. 객관적 성과는 

사업추진 실적, 목표달성수준,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

과, 개발 사업 결과의 유지 및 지속성 등의 측면에서 설명

되고 있어서 객관적 성과는 대체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러한 지표를 통한 평가 및 측정을 통해 나타난다. 반면 

주관적 성과는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 역량의 성장 및 강

화 등의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일반농어촌개발사업 사업성과의 객관적 측면과 관련한 

연구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 평가지표 구축을 통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Kim et al.(2006)은 농촌마을종합개

발사업에 투입된 자금의 효율적 사용, 효과성을 평가하는 

객관적 지표를 제안하였고, Han et al.(2007)의 농촌마을종

합개발사업의 서면평가 지표와 현지점검평가 지표로 구분

하여 제시하였다. Chae(2010)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객관적 성과와 주관적 성과를 포함하여 국민경제에 미치

는 파급효과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지

표 중심의 연구는 결과적으로 일반농어촌개발사업의 효율

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성과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

어 추진실적, 비용의 효율적 사용, 비용 투입의 경제성, 성
과로 인한 효과의 극대화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일반농어촌개발사업 사업성과의 주관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먼저 주민만족도 및 주민 참여에 초점을 둔 연구

가 이루어졌는데 주민 참여는 개발사업의 의사결정과정에

서 주민 참여 방식과 참여도, 수익창출과 교육과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자발성을 강조하고 있다(Lee, 2004). 일반농어

촌개발사업의 주민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첫째 일반농어촌

개발사업의 다양한 변수들의 주민들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나아가 일반농어촌

개발사업이 잘되고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주민

의식 및 만족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찾아내

는 연구가 있다(Park et al., 2017). 다음으로는 삶의 질을 

성과지표로 하는 연구(Park & Choi, 2002; Kim, 2006; Park, 
2009; Ji, 2010;  Ahn, 2013; Moser et al., 2018)가 많이 진행

되었다. 지금까지 주관적 측면의 성과에 대한 연구는 주민

참여나 주민 만족도에 초점을 둠으로써 주민이 스스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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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에 대해 갖는 인식과 정서, 주민의 주관적 복지와 

같은 주관적, 심리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진한 실

정이다. 

2. 주관적 복지(subjective well-being)

‘삶의 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삶의 질을 정의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에서 ‘삶의 질’은 생활수준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과 재화와 용역의 제공이라는 의미에서의 복지와도 같

은 개념이 아니라는 점만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Moser et 
al, 2018).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삶의 질은 삶의 물질적 조

건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 지각과 정신

적 상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Goetzke 
& Islam, 2017; Gilbert et al., 2016; El-Osta, 2007). Table 1
과 같이 삶의 질은 객관적 삶의 조건과 주관적 삶의 만족

에 의해 규정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객관적 

삶의 조건이 양호하더라도 개인이 불량하다고 지각하면 

주관적 복지는 낮아지지만 객관적 삶의 조건이 불량하더

라도 개인이 양호하다고 지각하면 주관적 복지는 높아진

다. 결국 주관적 복지는 객관적 조건보다는 주관적 지각이

나 정신적 상태에 죄우된다고 볼 수 있다.

condition of 
objective life

subjective well-being
good bad

good well-being incongruity
bad adaptation social deprivation

source : Moser et al., 2018.

Table 1. The type of welfare 

최근 삶의 질에 대한 연구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삶에 

부여하는 규범적인 가치 및 주관적인 판단을 강조하고 있

다. 그러나 삶의 질의 주관적 측면이 강조된다고 해서 객

관적 조건이 무시되는 것은 아니다. 주관적 측면의 삶의 

질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 조건에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

문이다. 달리 말해 삶의 질에 대한 평가에 있어 객관적 조

건은 토대적 의미를 지니지만 개인이 객관적 조건이 좋다

고 해서 자신의 삶의 질을 우수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아

니라는 점에서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지각이 중요해지는 

것이다. 

3. 영성리더십 

가. 농촌 커뮤니티 리더의 역량

우리나라 농촌지역은 이농현상과 인구감소로 농촌사회

가 공동화되고 있다. 더구나 농촌사회의 초고령화는 전통

적 공동체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결속을 뿌리채 흔들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 커뮤니티라는 개념 자체가 흔들

릴 정도로 공동체의 모습이 파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럼 점에서 농촌 커뮤니티는 공동체 내부의 통합과 결속이 

필요하며 이는 리더의 강한 역할을 요구할 것이다. Park et 
al.(2005)은 농촌 커뮤니티 리더의 역할을 여덟가지로 구분

하고 있는데 의사소통자, 혁신가, 협상가, 변화촉진자, 창
출자, 조직가, 관리자, 점검자가 그것이다.  

농촌 커뮤니티 리더에게 요구되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

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과 관련하여 Moore & Rudd(2005)
는 감성지능, 인간관계, 개념, 의사소통, 전문, 산업지식 등

과 같은 여섯가지 리더십 기술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농촌 커뮤니티의 리더는 구성원들에 비해 특히 커뮤니티

의 경제적 발전과 성장에 대해 더 큰 관심과 책임을 갖고 

이러한 점이 리더의 헌신과 봉사로 나타난다(Park & Ko, 
2018). 따라서 일반농산어촌개발의 성공을 위해서 영성리

더십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나. 영성리더십 

인간의 정신은 감성, 지성, 욕구 및 의지와 더불어 영성

(spirituality)이라는 측면으로 구성된다. 영성을 자칫 종교

적으로 이해되기 쉬우나 인간 정신의 연구는 종교와 상관

없이 인간에게 발견되는 영성적 측면이 있음을 보여준다. 
영성은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타나는 존재의 

표현으로서 삶의 근본적인 목적을 탐구하게 하고 자아를 

완성하려는 의지를 발현하게 하는 정신의 요소이다. 
최근의 리더십 연구는 영성의 이러한 측면에 주목하여 

즉 인간이라면 누구나 내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영성의 

목소리가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으로서의 삶이나 가치관

이 달라짐을 주목하여 영성 리더십이란 개념을 개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최초의 연구자로는 Fry(2003)를 들 수 있

는데 그의 영성 리더십은 원칙중심의 리더십 이론, 서번트 

리더십 이론, 변형적 리더십 이론을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

를 창출하고 이에 기반하여 전개되는 리더십 이론이다. 
Fry(2003)에 의하면 영성적 리더는 비전, 이타적 사랑, 

신념을 가져야 한다. 비전은 조직의 이상을 의미하는데 이 

이상은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로서 구성원에게 공유되어야 

하고 리더를 통해 대변되어야 한다. 이 비전에 의해 변화

의 방향성이 명확해진다. 리더는 비전을 통해 구성원들과 

조직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고 이를 통해 조직 내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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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조화를 이루게 되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 과

정에서 리더의 역할은 비전의 당위성을 설득하여 비전의 

효과와 기능을 현실화하는 것이다(Becker, 2007). 리더가 

가진 이타적 사랑은 조직과 조직내 구성원들이 가질 안녕

감을 위한 근간이 된다(Fry, 2003). 그 이유는 이타성이란 

타인에 대한 관심과 돌봄, 타인의 수행과 배려에 감사 그

리고 그 감사로 인한 조직 구성원들이 느끼는 인정과 소

속감 등을 결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 내에 

전체성 및 조화성을 생성시킴으로써 구성원들로 하여금 

조직과 자신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배제하도록 기여한다. 
셋째, 신념은 자신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리라는 강력한 

기대로 이루어진다(Fry, 2003). 신념은 구성원으로 하여금 

은 조직의 목표 달성 과정에서 맞닥뜨린 어려움을 더 잘 

견디고 극복하도록 돕는다. 희망은 신념의 구성요소로서 

이 둘은 함께 작용하여 조직의 비전, 미션, 목표 등이 달

성될 것이라는 확신을 낳는다. 그리고 확신은 목표를 이루

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게 만든다(Fry, 2003).

4.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은 전체 집단과 각자 구성원에게 긍정적 외

부효과를 유발하는 집단 내 구성원간의 사회적 관계를 의

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물리적 자본이나 인적 자본

과 같이 기업의 핵심역량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강조되는 사회적 자본의 기능이 학자에 따라 차이가 나고 

명확한 개념정의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태이다. Bourdieu
에 의하여 사회적 자본에 대한 체계적으로 논의가 촉발되

었다. Bourdieu(1986)는 사회적 자본을 상호친분과 인식을 

통해 어느 정도 제도화된 관계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가

지게 됨으로써 개인이나 집단에게 축적되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이라고 정의하였다. Coleman(1988)
은 한 개인이 그 안에 참여함으로써 특정한 행동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사회구조 또는 사회적 관계로, 
Putnam(2000)은 개인들 사이의 연계 그리고 이로부터 발

생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호혜성, 신뢰의 규범이라고 사회

적 자본을 정의하였다. 이처럼 사회적 자본의 구성형태와 

차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있지만 대체로 신뢰, 네트

워크, 규범을 핵심요인으로 하며, 구조적 사회적 자본

(structural social capital) 및 인지적 사회적 자본(cognitive 
social capital)의 두 개의 차원으로 구분한다(Park & Ko, 
2010). 또한 인지적 요인을 세분화하여 인지적 사회적 자

본과 관계적 사회적 자본으로 구분하기도 한다(Yoon & 
Choi, 2013). Nahapiet & Ghoshal(1998)는 사회적 자본을 사

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유대를 구조적 차원으로, 신뢰를 관

계적 차원으로, 공유된 규범, 패러다임, 비전, 가치를 인지

적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자본의 역할에 대하여 So(2000)는 

지금까지 지역개발이 화폐 자본과 물리적 자본 같은 전통

적인 자본이 중심이 된 수치적 발전에만 치우쳤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과정지향적인 사회

적 자본 개념에 기초한 새로운 지역개발 패러다임 구축을 

제안하였다. 한편, 사회적 자본이 농촌마을개발사업의 성

과를 제고하는 연구에서 Park & Ko(2010)은 농촌마을에서 

사회적 자본이 주민통합 및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했다. 

Ⅲ. 연구 설계 

1. 연구모형 가설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성과를 주민의 

주관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정부 주도

의 개발사업이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복지감을 향상시켜 

Figure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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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수도 있지만 마을지도자의 리더십이나 사회적 자본 형

성을 거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주민의 

개성이 다르므로 하향식의 개발사업보다는 개별 주민에 

맞추도록 하는데는 마을지도자의 역할, 특히 이타적이고 

비전이 있고 희망을 주는 영성적 리더가 중요하다. 농촌지

역사회에 내재된 사회적 자본이 농촌사회발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는 있었으나, 주민의 주관적 복

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개발사업과의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본 연구는 Figure 1과 같은 연구모

형을 설정하였다. 
일반농어촌개발사업의 성과는 객관적 성과와 주관적 

성과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주관

적 측면에서 성과를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삶의 

질 지표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Kim(2007), 
Park(2009), Ji(2010), Ahn(2013) 등은 농촌개발사업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Park et 
al.(2017)은 일반농어촌개발사업을 세분화하여 각 사업유

형별로 주민들의 만족도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에 대한 연

구를 통하여 농촌지역활력 증진과 공동체 활동 활성화보

다 상대적으로 공간환경 개선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결

과를 발표하였다. 지금까지 주관적 측면의 성과에 대한 연

구는 주민참여나 주민 만족도에 초점을 둠으로써 주민이 

스스로의 삶의 질에 대해 갖는 인식과 정서, 주민의 주관

적 복지와 같은 주관적, 심리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진한 실정이다. 주로 주민참여나 주민 만족도 등을 중심

으로 한 삶의 질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주

민이 주관적, 심리적 측면에서 가지게 되는 복지감을 궁극

적인 개발사업의 목표로 보고 다음과 같이 가설 1을 설정

하였다.

가설 1. 농산어촌개발사업 수준은 주민의 주관적 복지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기초생활기반사업 수준은 주민의 주관적 복

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지역소득개선사업 수준은 주민의 주관적 복

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지역경관개선사업 수준은 주민의 주관적 복

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지역역량강화사업 수준은 주민의 주관적 복

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농촌 커뮤니티 리더에게 요구되는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수의 연구(Moore & Rudd, 2005; Park et al., 2005) 
결과가 발표되었지만 그러한 역량을 어떠한 과정과 방법

을 통하여 배양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미진하다. 특히 

농촌 커뮤니티의 리더는 소속 커뮤니티에 대한 헌신과 봉

사가 중요하므로(Park, 2018), 기술적 역량이 아닌 정신적

인 역량을 가지는 리더십, 즉 영성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리더십은 선천적이라기보다는 학습되어

질 수 있는 역량이므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이러한 

역량 구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일반농산어촌개발사

업과 리더십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는 거의 없다. 우
리나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그 목표가 자율성과 창

의성 배양, 공동체 활성화 강화, 마을의 역량강화에 있으

므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영성리더십과 사회적 자본 

강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이 과거의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추진

방식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민관 모두가 농촌 커뮤니티의 

사회적 자본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
러한 점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 2와 가설 3을 설정

하였다. 

가설 2. 농산어촌개발사업 수준은 마을지도자의 영성리

더십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기초생활기반사업 수준은 마을지도자의 영성

리더십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지역소득개선사업 수준은 마을지도자의 영성

리더십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지역경관개선사업 수준은 마을지도자의 영성

리더십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4 지역역량강화사업 수준은 마을지도자의 영성

리더십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농산어촌개발사업 수준은 마을의 사회적 자본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기초생활기반사업 수준은 마을의 사회적 자

본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지역소득개선사업 수준은 마을의 사회적 자

본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3 지역경관개선사업 수준은 마을의 사회적 자

본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4 지역역량강화사업 수준은 마을의 사회적 자

본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Putnam(1993)은 사회적 자본이 연대와 규범, 신뢰로 구

성된다고 하면서 특히 시민적 참여의 연결망인 네트워크

가 협력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타인에 대한 신뢰를 

높이며, 네트워크와 시민적 참여를 통한 의사소통과 신뢰

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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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1998)는 삶의 질을 개인이 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복지, 
행복과 만족감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특히 지역사회가 제

공하는 생활의 적합성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농어촌지역의 주민들이 자신의 삶의 질을 평가함

에 있어 지역사회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보여주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지역사회요인이 지역주

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동일한 농촌개발사업에도 불구하고 지역마다 성

과의 차이가 나타나고 그 차이의 원인이 해당 지역주민들

간의 신뢰와 협력 실천에 기인한다는 것이 밝히고 있다

(Park, 2009). 이 신뢰와 협력 실천이 사회적 자본이다. 이
러한 사회적 자본이 확보되고 강화되면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다(Kim, 2011). 사회적 자본이 지역사회의 정

신적 자본으로서 지역개발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아울러 주민의 주관적 복지에서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이

다. 이상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

정하였다.

가설 4. 마을의 사회적 자본은 주민의 주관적 복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한 측정도구

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정된 선행연구의 항목들을 관련 

선행연구 및 문헌에서 확인한 후, 연구자가 국내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변수별로 재구성된 문항에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

고, 설문 응답자가 설문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여 

최종 설문문항을 채택하였다. 모든 설문 문항은 ‘➀전혀 

그렇지 않다’. ‘➁그렇지 않다’, ‘➂보통이다’, ‘➃그렇다’, 
‘➄매우 그렇다’로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독립변수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수준은 Lee(2018)가 

분류한 기초생활기반,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

역량강화 등의 네 가지 사업 유형을 구분하여 각 사업별 

수준을 측정하였다. 설문문항은 다음과 같다. 지역주민 

교류 및 다양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복지 및 운동 

시설, 농촌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도로교통 시설, 농촌정

주 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인프라 시설, 지역 특산물의 활

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소득기반 시설, 지역자원을 활용

한 다양한 소득기회를 만들 수 있는 소득원 개발, 마을내 

불량경관 정비를 위한 주거 및 주변 경관개선, 깨끗한 자

연환경을 위한 경관생태 시설,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운영

⋅관리에 필요한 교육훈련이나 견학, 주민 참여를 위한 

각종 문화복지 프로그램 도입과 지역을 알리기 위한 지

역활성화 활동이다.
종속변수인 주관적 복지는 Diener et al.(1997)의 연구에

서 사용한 대로 인지적 평가를 측정하는 삶의 만족도와 

정서적 반응을 측정하는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로 구분하

여 측정하였다. 주관적 복지는 삶의 만족도에 (긍정정서-
부정정서)를 가산한 값으로 측정하였다. 삶의 만족도는 전

반적인 삶에 대해 만족하는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이용되

는 도구로서 Diener et al.(1997)이 개발한 삶의 만족도 척

도(Satisfaction with the Life Scale; SWLS)를 사용하였다. 
삶의 만족에 대한 설문문항은 5개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 전반적으로 나의 인생은 내가 이상적으

로 여기는 모습에 가깝다. 내 인생의 여건은 아주 좋은 편

이다.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는 

지금처럼 살아갈 것이다. 지금까지 나는 내 인생에서 원하

는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냈다.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는 

Suh & Koo(2011)가 개발한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측정하

였다. 정서에 대한 설문문항은 13개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나는 매사가 흥미진진하다. 나는 과민한 

편이다. 나는 요즘 괴롭다. 나는 요즘 신나고 흥분된다. 나
는 적대적인 편이다. 나는 원기 왕성한 편이다. 나는 조바

심을 내는 편이다, 나는 단호한 성격이다. 나는 열정적이

고 활기차다. 나는 강한 사람이다. 나는 부끄러움을 많이 

탄다. 나는 현재 마음이 상한 상태이다. 나는 현 상태가 

자랑스럽다.
매개변수인 영성리더십은 인간의 내재적 동기인 영적 

욕구들을 고취시키며, 만족시키는데 필요한 가치, 태도, 
행동들로 구성된 리더십을 말한다. 영성 리더십을 측정하

기 위해 Fry(2003)가 제시한 측정항목을 일부 수정하여 이

타적 사랑의 5문항, 비전의 4문항, 신념/희망의 5문항 등 

총 14개 문항을 이용하였다 . 우리마을 지도자는 믿을 만

하고 헌신적이다. 우리마을 지도자는 마을 주민들을 위해 

나설 수 있는 용기가 있다. 우리마을 지도자는 정직하고 

거짓이 없다. 우리마을 지도자는 마을 주민들을 진정으로 

보살피고 있다. 우리마을 지도자는 말만 하지 않고 실천하

는 사람이다. 우리마을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마을 발전에 

대한 독창적이고 특출한 생각(비전)은 명확하다. 나는 우

리마을 지도자의 비전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이 비전을 

따르고자하는 동기가 생긴다. 나는 우리마을 지도자의 비

전을 이해하고 있다. 우리마을 지도자의 비전을 따르면 마

을이나 나에게 성과가 날 것이다. 나는 마을지도자를 믿기 

때문에 내 일에서 항상 최선의 노력을 한다. 나는 마을지

도자가 추구하는 의미에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적인 노력도 참을 수 있다. 나는 마을지도자에게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높은 목표를 세운다. 나는 

마을지도자를 믿고 마을을 위한 일은 기꺼이 한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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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의 성공을 도울 수 있는 것을 함으로써 마을지도

자에 대한 신념을 증명한다. 
매개변수인 사회적 자본은 Lee(2018), Shin & Jo(2015), 

Putnam(1995)의 연구를 참고하여, 농촌사회에 적합하도록 

신뢰 3문항, 규범 6문항, 네트워크 3문항을 개발하였다. 나
는 이웃을 신뢰한다. 나는 정부를 신뢰한다. 나는 마을지

도자를 신뢰한다. 나는 동창회 향우회 등 사교모임친목회

에 자주 나간다. 나는 지역주민행사(축제, 체육대회)에 자

주 나간다. 나는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모임에 자주 

나간다. 이웃과 주민과의 교류가 많다. 마을 간의 교류가 

많다. 내가 속한 단체의 회원과 자주 만난다.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구나 지인이 많다. 우리 마을은 

주민들이 단결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된다. 우리 마을은 주

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본 연구는 동일한 설문응답자로부터 자기 보고 방식으

로 두 개 이상의 변수에 대해 응답치를 수집하였으므로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

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된 모든 변수의 측정변수를

을 투입하여 Kaiser정규화가 있는 Varimax 회전을 이용한 

주축요인추출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장 큰 설명력을 가진 

요인이 전체 변량의 15.3% 밖에 설명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지배적인 요인도 발견되지 않아 동일방법

편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Podcakoff et 
al., 2003). 

variables items of questionnaire reference

dependent 
variable

subjective 
well-being

satisfaction 
of life 

My life is closer to what I think is ideal.
The conditions of my life are very good.
I am satisfied with my life.
Even if I am born again, I will live as I am now.
So far I’ve accomplished the important things I want in my life

Diener et al. 
(1997)

emotion

I am excited about everything. 
I’m sensitive. I’m afflicted these days. 
I am excited and excited these days. 
I am hostile. 
I am vigorous. 
I am impatient, 
I am determined. 
I am passionate and energetic. 
I am a strong person. 
I ride a lot of shame. 
I am currently offended. 
I’m proud of my current state.

Suh & 
Koo(2011)

independent 
variable

Rural 
Development 
Project Level

living

Cultural, welfare and sports facilities to exchange local 
residents and various leisure activities, road transportation 
facilities to improve rural access, basic infrastructure 
facilities to improve rural settlement conditions, 

Lee(2018)

income 
income-based facilities to increase the value of local 
specialties, Development of income sources to create 
various income opportunities using local resources,

scenary 
 improvement of housing and surrounding landscape for 
maintenance of bad landscapes in villages, landscape 
ecological facilities for clean natural environment,

capability

 education and training necessary for efficient business 
promotion and operation and management Introduce various 
cultural welfare programs for participation of residents and 
activate the region to inform the region

Table 2. Variables and items of Questionn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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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본의 선정과 조사방법

본 연구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지인 전라북도를 

대상으로 거주민의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거주민을 대상

으로 조사원을 활용해 설문지를 수집하도록 했다. 설문조

사는 직접기입방식으로 진행하였으나, 응답자가 농촌지역 

노인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서 응답자의 대

답을 조사원이 기입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기간은 

2019년 5월 1일부터 2019년 5월 20월까지 20일 동안 실시

하였고, 응답자는 전라북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지

역 거주민 및 전라남도 곡성군 대상지역 거주민을 대상으

로 성별과 연령에 대한 분포를 고려한 편의표본추출법을 

사용하여 선별하였다. 총 208개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나,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간주되는 

설문지는 특별히 발견되지 않아 모든 설문지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 Amos 23 

variables items of questionnaire reference

independent 
variable

spiritual leadership

altruism

Our village leaders are reliable and devoted. 
Our village leaders have the courage to stand up for the 
villagers. 
Our village leaders are honest and have no lies. Our village 
leaders really care for the villagers. Our village leaders are 
people who do not talk.

Fry(2003)

vision

The original and distinctive vision (vision) of the village 
development that our village leaders have is clear. 
I have faith in the vision of our village leaders and 
motivate me to follow this vision. 
I understand the vision of my village leader. 
If you follow the vision of our village leaders, the village 
or me will be successful

beliefs

Because I believe in village leaders, I always do my best in 
my work. 
I can stand the extra effort because I believe in the 
meaning of the village leaders. 
I have a hard but high goal because I have faith in the 
village leaders. 
I believe in village leaders and are willing to work for the 
village. 
I demonstrate my belief in village leaders by doing what 
can help my town succeed.

social capital

confidence
I trust my neighbor. 
I trust the government 
I trust the village leader.

Lee(2018), 
Shin & Jo(2015), 

Putnam(1995)

standard

I often go to social gatherings such as Alumni Association. 
I often go to local community events (festivals, athletic meets). 
I often attend community meetings. 
There are many exchanges with neighbors and residents. 
There is a lot of exchange between villages.
I often meet with members of my organization.

network

Many friends or acquaintances can ask for help when it is 
difficult. 
Our village solves any problem when the people unite. 
Our village keeps its residents s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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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IV. 실증분석 결과 

1. 표본의 특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성과와 주민참여가 이루어졌

던 지역을 대상으로 마을 지도자 및 일반 주민의 두 집단

으로 나누어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주민 조사표 문항은 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수준 ②삶의 만족 ③마을지도자

(리더십) ④사회적 자본 투입 ⑤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 

⑥공동체 의식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 보는 문항들로 

이루어졌다. 조사 대상지역은 2012년부터 2019년 사이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진행된 9개 시⋅군의 15개 지역

을 선정하였다. 사례 지역들은 농림부의 권역단위종합개발

사업(7곳 전북), 창조적마을만들기(3곳 전북),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전북 3곳, 전남 2곳) 등이다. 다음 Table 3에서

는 사례 마을 목록과 진행된 사업 내역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성별 분포를 보면 남성 159명

(76.4%), 여성 49명(23.6%)로 남성이 3/4 이상이었다. 연령

을 보면 60대 이상이 153명(73.6%)으로 3/4에 달하는 수준

이었고 50대가 44명(21.2%)이었으며 20대는 없었고 3-40
대가 11명(5.2%)이었다. 마을정착기간은 30년 이상이 94명

(45.2%), 20-29년이 65명(31.3%)로 나와 20년 이상 마을에 

거주해온 주민의 비율이 86.5%에 달하였다. 월소득은 200
만원 이하 105명(50.5%), 200-300만원 88명(42.3%), 
300-500만원 13명(6.3%), 500만원 이상 2명(1.0%)로 92.8%
가 300만원 이하의 월소득 수준을 보고하고 있다. 

2.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Table 4과 같다. 먼저 개발사업 

중 지역역량강화사업 수준의 평균(mean = 3.458, s,d. = 
.3977)이 가장 높고 지역소득증대사업 수준의 평균(mean = 
2.919, s,d. = .5383)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의 평균(mean = 3.662, s,d. = .2736) 이 영성 리더십의 

평균(mean = 3.573, s,d. = .3038)보다 조금 높았다. 상관분

석 결과도 Table 4에 요약되어 있다. 상관관계 분석은 가

설의 검증 이전에 가설에서 기대하는 변수 간 관계에 대

한 대체적인 전망을 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통하여 선행연구의 결과와 본 연구의 가설이 

일치하는 방향을 보이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우선 독립

변수인 4가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수준과 주관적 복지 

간의 상관계수들은 경관개선사업은 5%, 나머지는 1% 수
준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를 확인해주고 있다. 마찬가지

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수준과 사회적 자본 간의 상관

계수 중 기초생활기반사업 수준과 지역역량강화사업 수준

target area
Comprehensive Rural 
Development Project

Creative Village 
Making Project

Rural Community Center 
Revitalization Project

(place of township, basic 
living project)

the others

WanJuGun(3)
DukCheonArea ○

ChunHoSungJiArea ○
SoYangMyun ○

ImSilGun(2)
DaeRiManJokArea ○

WiPungDangDangArea ○
SunChangGun(1) SumJinGangArea ○

MuJuGun(1) MuPungSeongJiArea ○
JinAnGun(1) DongHyangMyun ○
JangSuGun(2)

WonHungVvillage ○
SinYeolVillage ○

BuAnGun(1) NaeSoSaArea ○
IKSanSi(1) HamLaMyun ○

JeongEupSi(1) BaikPilVillage ○
GokSeongGun(2)

MokSaDongMyun ○
OkGwaArea ○

Table 3. investigation object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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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각각 5%, 1% 수준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를 확

인해주고 있다. 반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수준과 영성

리더십 간의 상관계수 중 지역소즉증대사업 수준과 지역

역량강화 수준만이 1% 수준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수준 간에는 상관

계수가 .365 이하이므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

의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 

3.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측정모형을 

통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최종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x2/df 가 3.247(159.133/49), CFI는 0.426, IFI는 0.472, TLI 
0.226, NFI는 0.383, RMSEA는 0.104 등으로 나와 전반적

으로 권장기준( x2/df 는 3이하, GFI, TLI, CFI는 0.8이상, 
RMSEA는 0.08이하 ; Bagozzi & Yi, 1991)을 충족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검증 모형에서는 모형 

적합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요인별 측정 항목들을 일부 

제거하여 가설 검증을 실시하였다. 아래 Firure 2는 본 연

구에서 사용된 독립 변수들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 모

형을 나타낸다.  

variables average
standard 
deviation

living income scenary capability
spiritual 

leadership
social 
capital

well-being

living 3.271 .34685 1 .216** .028 .365** .085 .175* .318**
income 2.919 .53837 1 .054 .330** .410** .091 .493**
scenary 3.177 1.4677 1 .123 .068 -.036 .050*

capability 3.458 .39776 1 .250** .283** .342**
spiritual 

leadership
3.573 .30389 1 .301** .308**

social capital 3.662 .27367 1 .414**
subjective 
well-being

22.33 3.9636 1

notes) * p<0.05, ** p<0.01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Figure 2. Model of Confirmative Factor Analysis



육화봉⋅정안성

농촌계획, 제26권 제1호, 2020년62

아래의 Table 5은 위의 확인적 요인 분석 모형의 각 경

로별 계수값과 그 유의도를 분석한 결과표이다. 분석 결과 

기초생활기반_2 계수 값을 제외한 모든 경로의 계수들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각 요인별로 측정 항목의 타당성은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합도 지수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을 확보한 다음에는 

개념 타당성을 평가한다. 집중 타당성은 하나의 구성 개념

에 대한 2개 이상의 측정 도구가 상관관계를 갖는 정도에 

관한 것으로 집중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평균분

산추출지수(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구성개념 신

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 등이 있다. Bagozzi & 
Yi.(1991)는 AVE가 0.5 이상, CR이 0.6 이상이면 집중 타

당성이 확보된다고 하였다. Table 5은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를 요약하고 있는데, 모든 잠재변수의 AVE와 CR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타나 집중타당성이 확인되었다. 두 요

인 사이에서 구한 AVE가 각 요인의 상관계수의 제곱인 

결정계수보다 크면 두 요인 사이에는 판별타당성이 있다

고 본다(Fornell & Larcker, 1981). Table 5의 상관계수와 

AVE를 비교한 결과 모든 잠재변수의 판별타당성이 확인

되었다.  

4. 가설의 검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Durbin-Watson지
수으로 자기상관정도를 측정하였다. Durbin-Watson 지수

가 1.8<d< 2.2 이면 자기상관 없이 독립적이라고 할 수 있

는데 본 연구에서는 1.925가 나와 독립성이 검정되었다. 
추가적으로 다중공선성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위계적 회

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수행한 결과 VIF값이 임

계치 1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와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한 다

음 경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1 단계로 잠재변수 간 모든 

경로를 설정하여 분석하는 포화모형(saturated model) 분석

을 실시하였다. 2 단계의 간명모형(parsimonious model)분
석에서는 포화모형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모형적합도, 경
로계수의 유의성, 간접효과의 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모형 다듬기를 하여 경쟁모형(competing model)을 

개발하고 그 중에서 최적 모형을 기본모형으로 확정하는 

단계이다. 그 결과 Figure 3의 연구모형이 최종 모형으로 

확정되었다. 구조방정식을 사용한 가설 검증에서는 앞에

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그 유의성이 검증된 모든 

독립변수들을 사용하여 주관적 복지의 2개 요인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아래에 제시된 구조

방정식의 모형은 적합도가 가장 높은 모형을 추정하기 위

하여 변수 중에서 전체 모형의 적합도를 해치는 변수들을 

제외한 변수들만을 사용하여 추정하고자 하였다. 그 과정

은 먼저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요인점수가 낮은 변수들

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모형의 적합도를 최대한 끌어올리

는 단계적 추정(Stepwise Estimation)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종속변수인 주관적 복지의 만족도는 3개, 정서는 

2개의 요인만 남고 나머지는 제거되었다. 나머지 독립 변

수들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아래와 같은 독립 변수

들만 모형 추정에 사용되었다.        

dependent var. 　 　independent var. Estimate S.E. C.R. P
living_3 <--- development 0.154* 0.076 2.031 0.042
living_1 <--- development 1

capability_3 <--- capability 0.918*** 0.246 3.726 0.000
capability_2 <--- capability 0.395* 0.191 2.065 0.039
capability_1 <--- capability 1

income_1 <--- income 1
scenery_2 <--- scenery -0.225*** 0.04 -5.597 0.000
scenery_1 <--- scenery 1
income_2 <--- income 1.484*** 0.342 4.335 0.000
living_2 <--- development 0.239** 0.082 2.928 0.003
living_4 <--- development 0.072 0.07 1.021 0.307

income_3 <--- income 0.532** 0.166 3.205 0.001
note) * p<0.10,  ** p<0.05,  *** p<0.01

Table 5.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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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채택된 경쟁모형(연구모형) 모형 적합도를 살펴보

면, x2/df 가 1.492(496.91/333), CFI는 0.887, IFI는 0.894, 
TLI 0.852, NFI는 0.736, RMSEA는 0.049로 나와  전반적

으로 권장기준(x2/df 는 3이하, GFI, TLI, CFI는 0.8이상, 
RMSEA는 0.08이하 ; Bagozzi & Yi, 1991)을 충족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가설은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으며 검증한 결과를 Table 6로 요약하였다. 
H1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수준이 주관적복지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서 기초생활기반 수준이 주민의 

주관적복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β=1.132, p<.001). 따라서 가설1.1이 채택되었고 이

는 주민의 주관적 복지 증대에 직접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사업은 주민에 대한 기초생활기반 사업이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달해주고 있다. 선행 연

구로는 사업유형을 구분하지 않은 Kim(2007), Park(2009), 
Ji(2010), Ahn(2013) 등은 농촌개발사업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고 사업 유형을 세분화한 

Park et al.(2017)은 공간환경 개선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주관적 복지를 종속변수로 한 선행 연

구는 없지만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한 선행 연구 결과와 

Hypothesis
dependent 

var.
　 independent var.

standard 
estimate

S.E. C.R. P Results

H1

H1.1
satisfaction <--- development 1.132*** 0.326 3.434 0.000 

adopt 
emotion <--- development 0.711 0.356 1.47 0.142 

H1.2
satisfaction <--- income -0.598 0.347 -1.71 0.087 

reject
emotion <--- income -1.775 1.004 -1.305 0.192 

H1.3
satisfaction <--- scenery 0.049 0.095 0.022 0.982 

reject
emotion <--- scenery 0.041 0.059 0.022 0.982 

H1.4
satisfaction <--- capability -0.189 2.004 -0.67 0.503 

reject
emotion <--- capability -0.356 2.334 -0.807 0.420 

Table 6. Path Parameters & Results of Hypothesis Test

Figure 3. Structural Equation Model for Hypothesi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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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면 유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역소득증

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등의 개발 변수들은 주관

적 복지 인식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농산어촌 개발 사업의 제한된 예산으

로 주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초생활기반에 집

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H2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수준이 영성리더십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서 기초생활기반 사업수준(이타

적 행동, β=.587, 신념, β=.899, p<.01), 지역소득증대 사

업 수준(이타적 행동, β=1.003, 신념, β=1.217 p<.001) 등

이 마을지도자의 영성리더십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2.1과 2.2는 채택되었

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마을지도자의 영성리더십도 하

나의 스킬로 볼 수 있으므로 기초생활기반 사업으로 영성

리더십이 배양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지역소득증대사업으로 마을의 소득이 전반적으

로 증대되면 마을지도자의 영성리더십도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그러나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사

업 등은 마을 지도자의 영성리더십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의 실생활과 접한 관련이 없

Hypothesis
dependent 

var.
　 independent var.

standard 
estimate

S.E. C.R. P Results

H2

H2.1
altruism <--- development 0.587** 0.179 -2.848 0.004 

adoptvision <--- development -0.416 0.139 -1.591 0.112 
belief <--- development 0.899** 0.211 -3.255 0.001 

H2.2
altruism <--- income 1.003*** 0.195 4.478 0.000

adoptvision <--- income 0.635 0.17 1.989 0.047 
belief <--- income 1.227*** 0.226 4.158 0.000

H2.3
altruism <--- scenery -0.002 0.003 -0.02 0.984 

rejectvision <--- scenery -0.015 0.016 -0.022 0.982 
belief <--- scenery -0.023 0.035 -0.022 0.982 

H2.4
altruism <--- capability 0.136 1.025 0.831 0.406 

rejectvision <--- capability -0.134 0.676 -0.753 0.451 
belief <--- capability 0.109 1.035 0.581 0.561 

H3

H3.1
confidence <--- development -0.328 0.154 -1.44 0.150 

rejectstandard <--- development 0.005 0.008 0.133 0.894 
network <--- development -0.128 0.18 -0.658 0.511 

H3.2
confidence <--- income 1.078*** 0.17 3.91 0.000

adoptstandard <--- income -0.037 0.01 -0.847 0.397 
network <--- income 1.124*** 0.169 3.997 0.000

H3.3
confidence <--- scenery -0.017 0.023 -0.022 0.982 

rejectstandard <--- scenery -0.002 0.001 -0.022 0.982 
network <--- scenery -0.036 0.066 -0.022 0.982 

H3.4
confidence <--- capability 0.16 0.91 0.854 0.393 

rejectstandard <--- capability 1.08 1.441 1.211 0.226 
network <--- capability 0.001 0.937 0.005 0.996 

H4

H4.1
satisfaction <--- cofidence 0.52* 0.411 1.852 0.044 

adopt
emotion <--- confidence 1.669 1.442 1.259 0.208 

H4.2
satisfaction <--- standard 0.1 0.745 0.59 0.555 

reject
emotion <--- standard 0.206 0.644 1.047 0.295 

H4.3
satisfaction <--- network 0.378 0.237 1.704 0.088 

adopt
emotion <--- network 0.659** 0.185 2.826 0.005 

note) * p<0.10,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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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발 요인들은 주민들의 영성리더십에 대한 인식 제고

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H3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수준이 사회적 자본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 가설인데, 지역소득증대 사업 수준은 

사회적 자본 형성에 정(+)의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

다(신뢰, β=1.078, 네트워크, β=1.124, p<.001).. 이러한 

결과는 농촌의 지역소득 증대 사업은 농촌 커뮤니티의 사

회적 자본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농촌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위하여 소득 증대 사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그러나 지역소득증대 사업을 제외한 기초생활기반,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등의 사업은 사회적 자본 형

성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개발 사업이 사회적 자본 형성에 가장 효과

적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H4는 사회적 자본이 주관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는 가설인데, 신뢰(β=.52, p<.05)와 네트워크(β=.659, 
p<.01) 등이 주관적 복지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규범(동창회, 주민 혹은 마을

간 교류)은 주관적 복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나 주민들의 주관적 복지는 커뮤니티 형성이라는 규범적 

차원의 수준을 넘어서 실제적인 신뢰 기반의 네트워크 형

성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외형적, 실적 중심

의 정책 방향에서 주민의 개인적 복지까지 관심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전제로 첫째,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성과를 주민의 주관적 복지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둘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주민의 주관

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요인이 작용

하여 동일한 개발사업이라도 효과가 마을마다 차이가 발

생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차이가 마을지도자의 영성리더

십과 마을의 사회적 자본에서의 차이에서 발생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기초생활기반, 지역

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등의 네 가지 사업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주관적 복지는 삶의 만족도에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영성리더십은 이타적 사랑, 비전, 신념/희망 등으로 측정

하고, 사회적 자본은 농촌사회에 적합하도록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으로 측정하였다. 농촌마을의 주민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기초생활기반 수준이 주민

의 주관적복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둘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기초생활기반 사

업과 지역소득증대 사업이 영성 리더십의 이타적 행동과 

신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수준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한 결과에서 지역소득증대 사업 수준이 신뢰와 네

트워크 등 사회적 자본 형성에 정(+)의 영향을 주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본이 주관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신뢰와 네트워크등의 사회적 

자본이 농촌 주민의 주관적 복지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는 점이 밝혀졌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이론적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도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

고 있고 이러한 다양성은 사회의 복잡다변화 추세로 보아 

향후에는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농어촌 주

민의 의식수준도 향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의 지

향점도 이제는 과거의 단순한 삶의 만족이나 삶의 질 증

대에 두는 것에서 더 나아가 주민의 정서를 감안하여 주

관적 복지를 강조하는 것을 목표로 두어야 할 것이다. 또
한 주민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유형별로 주민의 주관적 복지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이 달

라진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주관적 복지 간의 관계

를 매개하는 다양한 요인 중 본 연구에서는 마을 측면의 

요인과 마을지도자 측면의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장

기 거주민이 많고 개방성이 강한 농촌지역이므로 신뢰, 규
범,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적 자본이 생활의 기반이 된다. 
또한 이러한 마을 특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추구

하는, 즉 개인의 이기적인 행동이 우선되어서는 일반농산

어촌개발사업의 실질적인 효과가 담보되지 않는다. 본 연

구에서는 농촌마을 지도자에게 특히 헌신과 이타적 사랑

이 중요한 덕목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어 영성리더십 개념

을 처음으로 도입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효과를 분

석하였다. 
방법론의 측면에서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차원에서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추어 일반농산

어촌개발사업의 성과를 분석한 연구가 다수 있고 사회적 

자본이나 리더십을 각각 포함한 연구도 있으나 이 모든 

변수를 동시에 분석한 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본 연

구는 선행 연구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

다. 이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하므로 각 요인을 개별적으로 고려하기보다는 

통합 분석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를 더욱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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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구조방정식모형을 설정하여 측정오차를 최소화하

고 연구결과의 현실적 적용가능성을 제고하였다. 변수도 

다양한 수준에서 측정하였는데 정부 수준에서는 일반농산

어촌개발사업, 마을 수준에서는 사회적 자본, 마을지도자 

수준에서는 영성리더십, 주민 수준에서는 주관적 복지를 

연구모형에 포함하였다. 
실증적 측면에서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유형별로 주민의 주관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므로 이를 감안한 정책의 입

안 및 시행이 필요하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도 그 유형에 따라 주관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나 방향이 달라지는데 특히 기초생활기반 사업과 같

은 기본적인 생활 여건 개선 사업이 주관적 복지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소득증

대 사업이나 지역역량강화사업과 같이 많은 투자가 소요

되고 그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사업으로 인한 

복지 증대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민 간의 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마을이

라는 심리적, 물리적 영역을 기반으로 하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경우 마을지도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

다. 리더십은 후천적으로 배양될 수도 있는 일종의 기술

(skill)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도 마을

지도자를 양성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생활기반 사업과 지역소득증대 사업이 마을지도자의 

영성리더십 배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므로 그 사업의 세부 영역에 리더십 배양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리더들의 신념과 방향에 

따라 성공여부가 결정된다. 마을지도자의 개인적 특성은 

전반적으로 리더들의 역량에 큰 영향력이 없으나 장기 거

주민에게는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따라서 장기 거주민의 

역할과 역량을 강화하여 마을지도자를 지원하도록 하는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업대상지의 리더별로 특성의 차이가 

있으므로 마을 현장에서 대면적 컨설팅 및 개인별 역량강

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넷째, 신뢰와 네트워크 등과 같은 사회적 자본이 주관

적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사회

적 자본 향상을 위한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과 문화 운동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는 

투자뿐만 아니라 비가시적인 문화, 예술 등의 무형적인 투

자도 농촌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시

사해 준다.     
연구의 결과에서 본 연구의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으

나 많은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일반화

를 제한하는 한계점과 변수들을 요인화 하는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후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상의 한계이다. 본 연구의 결

과는 연구대상의 통계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지역의 주민만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설

문조사를 한정하다 보니 특정 지역에 대해서만 지엽적인 

분석 결과를 얻게 되었다. 따라서 향후연구에서는 더 많은 

연구대상을 선정하여 반복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 설계와 관련된 한계이다. 본 연구는 주민의 

주관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들을 충분히 고려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복지의 측정도 개인의 자아실현수

준까지 포함하는 심리적 복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향
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모형

의 확대가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적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므로 개발

사업이 점진적인 과정이라면 결과 해석에 한계가 있다. 따
라서 종단적 연구를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

힐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의 일부는 육화봉의 박사학위 청구 논문으

로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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