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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aradigm of rural development projects has shifted and expanded from agricultural production based on the way 
of improving the residential environments in order to achieve the quality of life staying in rural area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policy directions of rural development projects by investigating government projects conducted successively starting from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of President Roh in 2003 and to the present Government of President Moon. In consideration of 
administrative affairs, the projects include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roject, Quality of Life Improvement and Regional 
Development for Rural Villages Projects. The study examined changes in visions and key agendas proposed in national affairs as 
well as those in the visions and strategies exhibited by local development project plans through various governments. The core 
contents examined are the project characteristics, transformation process through government changes, and the law of status pertaining 
to rural development projects. The direction of implementation for the rural development projects implemented by each government 
provide an opportunity of understanding the transformation process in each project that has been still effective currently.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a basic set of data to be used for a proposal for new rural development projects while still being useful to 
be referred or integrated to other national and regional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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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의 농촌 공간은 식량 생산의 공간에서 농촌

다움 및 농촌의 다원적 기능 공간으로 전환되었다(Suh 
et al., 2003). 또한,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패러다임은 농

업생산기반과 농촌 생활환경정비 중심에서 농촌 삶의 질 

향상으로 전환되었다(Kim and Lee, 2004; Lee et al., 
2013; Kang et al., 2016; Sim et al., 2017). 농촌지역을 대

상으로 한 지역개발사업은 1950년대 후반 ‘지역사회개발

사업’으로 시작으로 1960년대 ‘시범농촌건설사업’ 및 ‘초
가지붕⋅부엌개량사업’ 등의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농

촌생활개선사업이 시행되었고, 이후 ｢농촌근대화촉진법｣
이 제정되면서 1970년대 ‘새마을운동’ 및 ‘취락구조개선

사업’이 시행되었다. 1980년대에는 주민들의 낙후된 주

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주생활권 개발목표에 따라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 도서종합개발

사업 등의 시군 단위의 종합적인 농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이후 1990년대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거, 면단위의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이 시행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농교류, 농촌관광,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다양한 사업

이 수행되어왔다. 특히, 2003년 참여정부가 헌법에 제시

한 발전격차의 해소와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국가균형발

전 발표를 기점으로 농촌지역개발사업은 그 유형이 다양

화되었다(Song, 2017). 
지역주민 주도의 지역 특색에 기반한 상향식⋅내생적 

농촌개발 목표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과 같은 노력

을 통해 지역개발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되었다

(Lee et al., 2006). 농어촌종합개발계획수립 시행 의무화

를 명시하고자 1987년 10월 29일 헌법(제123조)을 전부 

개정하였다. 특히, 헌법 제123조 제1항에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농어촌의 개발에 대한 항목을 법적으

로 명시하였다.
더 나아가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법령을 

제정하면서 1990년대에 이르러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었다.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

적으로 하는 1990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마련하

여 농림어업인의 소득을 보장하는 구조가 개선되었고,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특정 세목을 양여하는 1991년 ｢지
방양여금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1994년 ｢농어촌정비법｣
이 제정되어 농어촌정비, 농업생산정비, 안전관리, 농어

촌 주택 등 다양한 항목의 개발이 가능한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었다.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에 따른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의 

지속적 계획과 추진에 따라, 역대 정부별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발전정책을 비교한 연구가 수행되었으

나,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정부별 국정운영 목표에 따른 

농촌지역개발사업 관련 계획 및 사업구성 적절성과 사업

성 평가를 비교⋅분석한 연구는 여전히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Lee(2009)와 Oh and Rho(2014)는 참여

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을 비교하고 그 성과

와 한계를 제시하였으며, Cha(2017)는 박정희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였다. Lee(2019)는 참여정부부터 문재

인정부까지 역대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지역문제

를 정의하고, 지역발전정책의 틀 및 성과와 한계에 대하

여 비교하여, 융⋅복합적인 지역발전정책 개발과 지역별 

특화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특히 Lee(2005)는 농

촌을 둘러싼 여건의 변화와 농촌 지역개발사업의 추진방

향 및 당시 시행되던 면단위 정주기반확충사업, 농촌마

을종합개발사업 등 사업별 기본방향과 세부추진사항을 

검토하고 추진 여건 등을 고려하여 향후 농촌 지역개발

사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였으나,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

과 지역개발사업의 연계성에 대한 고찰 및 사업별 추진 

성과 등에 대한 내용은 부재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참여정부부터 문재인정부까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제시된 국가 비전이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한 국정목표 및 국정전략, 국정과제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정부별 농어촌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한 뉴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연관

주제어 분포에 대하여 살펴본 후, 주요 연관어의 출현빈

도 경향을 바탕으로 정부별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추진방

향의 경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농촌지역개발사

업의 추진방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국정운영 기본계

획을 바탕으로 정부별 국정방향과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관련 법령 제⋅개정, 지역개발사업의 추진방향 및 특징, 
사업의 성과를 각 정부별로 비교⋅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분석결과에 대한 정부

별 정책적 특징을 요약하였으며, 본 연구가 가지는 학문

적 함의와 정책적 실효성을 제시하여 추후 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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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자료 및 분석방법

1. 연구자료

정부별 국정운영 및 국정과제에서의 농촌지역개발사

업에 대한 추진방향은 각 정부(제16대부터 제19대)의 국

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100대 국정과제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Committee). 해당 국정과제 보고서에는 정부별 국정운영 

비전과 방향, 국정목표, 국정전략, 국정과제에 대한 내용

을 담고 있으며, 이 중 농촌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한 내용

을 참고하였다.
정부별 국가균형발전에 따른 농촌지역개발사업에 대

한 추진방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현)산업통상자원

부에서 발간한 ｢국가균형발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하

였으며, 관련 전문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의 정책 DB 중 전문자료 

검색을 통해 취득하였다(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노무현정부의 제1차 기본계획은 2004년 8월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2004년부

터 2008년까지 시행될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으로 마련되었으며, 이명박정부의 제2차 기본계획은 

2009년 12월에 지역발전위원회와 지식경제부를 중심으

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될 “지역발전 5개년계획

(안)”을 발표하였다. 박근혜정부의 제3차 기본계획은 

2014년 12월에 지역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를 중

심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지역발전 5개년계획”
을 제시하였으며, 문재인정부의 제4차 기본계획은 국가

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2018년부

터 2022년까지 시행될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을 발표하였다.

정부별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지역개발과 관련한 

추진방향은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위원회와 농림부 및 관

계부처가 합동으로 발간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관
련 전문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의 정책홍보의 

정책분야별 자료에서 취득하였다(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노무현정부의 제1차 시행계획은 

2005년 6월에 5개년(‘05-‘09)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이
명박정부의 2차 시행계획은 2009년 12월, 박근혜정부의 

3차 시행계획은 2014년 12월, 문재인정부의 4차 시행계

획은 2020년 2월에 수립되었다.

2.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농촌지역개발사업 방향

정책분석은 각 정권의 기간 동안에 추진한 국정운영 

방향과 세부과제, 실제 시행사업을 바탕으로 분석되었다. 
정부의 사업은 국정방향과 관계없이 지속되는 사업과 새

로운 사업 내용과 방향이 변화하는 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부별 국정운영 및 관련 정책에 따른 농촌지

역개발사업의 추진방향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먼저 정부

별로 농촌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한 뉴스 보도 성향을 파악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Korea Press 
Foundation)에서 제공하는 뉴스 분석 플랫폼인 빅카인즈

(BIGKinds) 서비스를 활용하여 주요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뉴스 중 주제어 검색을 통해 정부별 농촌지역개발

사업 관련 뉴스를 추출하고 연관어분석을 수행하였다. 
빅카인즈는 총 54개의 언론사(종합일간지, 경제지, 지

역일간지, 방송사 등)에서 보도하고 있는 텍스트 기사, 
사진, PDF 등을 수집할 수 있는 뉴스 통합 DB인 뉴스수

집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빅카인즈 서비스는 비정형 

텍스트를 분석이 가능한 정형데이터로 변환하여 분석하

고자 하는 주제어에 대한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1990년부터 현재까지 54개의 매

체의 뉴스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빅데이터화 하

였으며, 약 465천 건(2020.2.24.기준)의 뉴스를 제공한다. 
또한, 빅카인즈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뉴스분석 시

스템을 이용하여 뉴스 기사를 형태소, 개체명, 네트워크 

분석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기법을 이용하여 연관어 분석

을 수행하므로 신뢰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Lee et al., 
2017). 

빅카인즈에서 1990년에서 2020년(2020.2.23.)까지 각 

정부별 농촌지역개발과 관련한 뉴스에 대하여 형태소 분

석을 수행한 결과, 노무현정부 15,300건, 이명박정부  

27,838건, 박근혜정부 21,308건, 문재인정부 13,452건의 

뉴스가 추출되었다. 연관어 분석을 이용하여 키워드 빈

도수의 경향을 살펴보면 전 기간동안 ‘활성화’ 키워드는 

상위(1-3위)를 차지하였으며, 노무현정부 기간에 ‘농촌마

을종합개발사업’, ‘낙후’, ‘균형발전’ 등이 이명박정부 기

간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생활환경’, ‘낙후’ 등과 같

이 거주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이 주로 시행되었음

을 짐작할 수 있다. 박근혜정부 기간에는 ‘농촌관광’, ‘농
촌중심지 활성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소득증대’ 
등이 주를 이루었으며, 문재인정부 기간에는 ‘농촌관광’,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균형발전’,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 등이 키워드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노무현정부부터 시작된 농촌마을종합개발



김솔희⋅서교⋅박지영⋅이성우⋅전정배

농촌계획, 제26권 제1호, 2020년126

사업과 박근혜정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농촌중심

지 활성화사업은 농촌지역개발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큰 

사업으로써 관심도가 가장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명박정부까지는 낙후지역에 대한 생활환경정비에 초점

이 맞추고 있었으나, 박근혜정부부터는 농촌관광 등을 

기반으로 한 소득증대 방향으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

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별 국정운영 계

획과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지

역개발과 관련한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추진방향을 살펴보

고자 하였다.

III. 정부별 국정운영 계획에 따른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추진방향

1. 정부별 국정운영 계획

가. 참여정부

참여정부는 국정비전으로 ‘다핵⋅창조 선진국가 건설’
을 제시하였으며, 지역혁신과 균형발전을 강조하였다. 경
제성장 동력의 약화를 지역불균형의 심화라는 사회의 구

조적 문제로 바라보고, 정부⋅경제⋅기술⋅지역혁신을 

통해 국가를 선진국 대열에 진입시키고자 하였으며, 이

Figure 1. Changes of Vision and Key Agenda of National Affairs by Successive Government and Vision and Strategies 
of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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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내생⋅내포⋅내발적 발전모델을 추구한 개방⋅세계

화 전략인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핵심 정책과제로 선정하

였다. 이에 3가지의 국정목표 중 하나를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를 제시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중심의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지역산업육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립을 추진하였다. 또한,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중심으로 보건복지대책을 마련하였고,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각종 농촌정

책을 수립하였다.
농촌지역의 경우는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자립형 

지역개발을 위해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지역산업육성’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행정자치부⋅농림수산식품부⋅건

설교통부 등 다부처가 협력하여 낙후지역 개발방안이 수

립되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

립’을 위해 산업자원부 및 전 부처에서 국가균형발전 5
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예산처에서 국가균형발전계

획을 추진하기 위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영하였다. 재
정경제부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정하였으며, ‘보건

복지대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와 농림수산식품부를 

중심으로 한 농촌사회 안전망 및 기초복지 인프라 확충 

사업을 수행하였다.

나. 이명박정부

이명박정부는 국가 비전을 ‘선진 일류국가: 잘사는 국

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로 설정하였다. ｢국정운영 5
개년 계획｣수립(‘08.10월)을 통해 5대 국정 지표와 20대 

국정 전략, 100대 국정 과제를 제시하며, 선진 일류국가 

구현을 위해 5대 국정지표로서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대국’, ‘성숙한 세계국가’
로 설정하였다. 

100대 국정과제 중 농촌지역개발과 관련된 사항은 ‘능
동적 복지’ 부문의 ‘서민생활과 주거를 안정시키겠습니

다.’(전략 11번)에 제시되어 있다. 특히, 국정과제 55번은 

‘농어가 소득을 늘리고, 농어촌의 거주여건을 개선하겠

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농어촌지역의 상하수도 보급 

확대, 농업인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보급, 기초생활보

장지원 및 의료서비스 확대 등 생활여건 수준을 도시 수

준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다. 박근혜정부

박근혜정부는 도농간 경제적⋅삶의 질 측면에서 격차

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주민들의 낮은 행복도와 삶의 

질 문제를 대응하고자 하였다. 이명박정부와 마찬가지로 

농어촌지역개발을 복지적 측면에서 바라보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수립(‘13.2월)을 통해 5대 국정목표 중 ‘맞춤

형 고용⋅복지’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생애주기별 맞

춤형 복지 제공’, ‘나를 찾는 문화, 모두가 누리는 문화 

구현’,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을 국정전략으로 

삼았다. 
국정 전략을 기반으로 수립된 국정과제 51번은 ‘누구

나 살고 싶어 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로 농림축산식품부

를 주도로 농어촌지역의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생활여건 개선 등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어촌

을 만들고자 하였다. 농어촌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맞

춤형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안전재해

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경제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공동생활홈을 조성하여 마을리모델링 사업을 추

진하였다. 또한, 주거⋅의료⋅교육 등 생활여건과 관련

된 기초인프라서비스를 도시 수준으로 개선하고자 하였

으며, 주민주도로 유무형의 마을 자원을 활용하여 소득

창출⋅정주여건 개선⋅도농교류 목적의 마을 단위 지역

개발을 수행하였다.

라. 문재인정부

문재인정부는 농산어촌의 심화되는 고령화와 과소화 

현상에 따른 지역쇠퇴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였다. 이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17.7월)하고, 5대 국정목

표 중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지역개발정책의 

국정 목표로 삼았다. 이에 국정 전략으로 ‘풀뿌리 민주

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그리고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등의 3가지를 제시

하였다. 국정 전략을 기반으로 농림어업의 체질 강화, 소
득안정, 복지서비스 향상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

어촌을 조성하여 지역 내 젊은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사

회 활력 제고와 발전 선도를 꾀하고자 하였다. 
정부의 농촌지역개발사업은 참여정부의 기조를 이어

받아 포용성장을 기반으로 한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주민

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농

어촌지역의 기초생활서비스를 보장하고 농촌의 지속가능

성과 농촌가치 복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농림축산

식품부 주관의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전략을 실현

하기 위하여 국정과제 81번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

산어촌 조성’을 제시하였다. 이 국정과제의 목표는 교

통⋅의료 등 농산어촌의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농산

어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

며,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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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별 국가균형발전 기본계획

가. 참여정부

참여정부는 지역발전정책을 다양한 방면으로 추진함

에도 불구하고 인구⋅경제력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

상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됨을 인식하였

다. 이에 지역간 불균형발전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술, 인재 및 문화가 성장의 동력이 되는 혁신주도형 

지역발전으로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지역혁신체계 구축

을 통해 ‘혁신주도형 경제발전모델’을 국가균형발전정책

으로 구현하고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제1차 국

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03.8월)하고, ｢국가균형

발전특별법｣을 제정(‘03.12월)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

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이전 정부의 정책들과는 

달리 국가균형발전의 개념이 지역발전의 중심 개념으로 

자리 잡으면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및 지역혁신발

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였다. 
참여정부는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통해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며, 공
공기관 지방이전 및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 등 혁신기반

을 구축하여 지역특성화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

다. 이에 ‘균형발전을 통한 “제2의 국가도약”’을 국가균

형발전의 비전으로 삼고 ‘지역혁신정책에 기반한 역동적 

지역발전’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혁신주도형 

발전기반 구축’, ‘낙후지역 자립기반 조성’, ‘수도권의 질

적발전 추구’, ‘네트워크형 국토구조 형성’ 등 다섯 가지

의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나. 이명박정부

이명박정부는 선진국가들의 발전전략이 기존의 균형

발전에서 지역의 경쟁력 강화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

음을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발전정책을 ‘광역경제

권’에 강조하며 기존의 행정구역 단위의 소규모 지역개

발사업의 수행과 유사⋅중복 지원 등으로 초래된 비효

율성과 일률적인 지역개발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지역을 광역화하여 규모의 경제

를 실현할 수 있는 국제 및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고 특

성화된 지역발전, 분권과 자율, 협력과 상생을 통한 동반

발전 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09.9-11월)하였다. 정부의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은 

‘지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지역공동체 창조’를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지역발전정책을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권의 

3차원으로 구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였다. 3차원 지역

발전정책 중에서 농어촌지역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기

초생활권 정책은 특화와 창조, 분권과 자율, 협력과 상생

을 기본 방향으로 지역의 통합적 발전전략을 표방하였

다. 기초생활권은 시군 단위를 기본으로 3가지와 1가지

의 서비스 유형으로 설정하였으며, 인구, 소득, 재정, 기
초생활 접근성 등을 기준으로 “3+1”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3가지 기초생활권은 도시활력증진지역, 일반농산어

촌지역, 특수상황지역으로 구분되며, ‘+1’ 유형은 성장촉

진지역으로 3가지 유형 어디에 속하는가와 관계없이 생

활⋅환경⋅개발 등의 여건이 지극히 불리한 지역으로 

정의된다.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균형특별회계(균특회계)를 개정하여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광특회계)를 수립(‘09.9월)하고, 예산 지원방식

에 대한 자율성을 높이고자 포괄보조금(Block Grants)제
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촌지역

은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 사업을 구성하는 기능별 사업

군(시도 자율편성)과 지역별 사업군(시군구 자율편성)의 

포괄보조금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기획하

고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을 받게 되었다. 포괄보

조금제도를 통해 기존의 참여정부에서 한계로 지적되었

던 지자체 수준에서의 농촌지역개발이 광역규모의 통합

적 농촌지역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포
괄보조금제도를 통해 기존의 유사⋅중복 및 광특회계 취

지에 부합하지 않는 200여 개의 세부사업을 24개의 포괄

보조사업으로 통⋅폐합하여 지자체 실정에 맞는 자율적 

사업으로 기획하고 설계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

행하고 있던 소도읍육성사업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통합되어 각기 읍면소재지종

합정비사업과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 변경되었다.

다. 박근혜정부

박근혜정부의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과거 지역발

전정책이 실제 지역과 주민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한계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이에 ｢지역균형발

전 비전과 전략｣수립을 통해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비전과 3대 전략/5대 핵심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를 바탕으로 지역주도의 맞춤형⋅패키지 정책추진으로 

주민이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행복, 지
역희망:HOPE 프로젝트’를 발표(‘13.7월)하였으며, ｢제2차 

지역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13.10-’14.12월)하였다. ‘지
역행복생활권’은‘지역경제활성화대책’(‘14.3월)을 통해 56
개의 생활권을 확정하였으며, 도시, 읍면, 마을이 유기적

으로 연계되어 전국 어디서나 불편함 없는 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문화⋅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공간으

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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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행복생활권을 기반으로 주민들의 불편해소 및 삶

의 질 개선과 직결된 과제를 지원하고자 제10차 지역발

전위원회(’14.9월)에 주요 5개 생활권사업을 확정하였다. 
주요 생활권사업은 생활권 기반확충 및 노후⋅안전시설 

정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제고, 교육여건 

개선, 문화⋅환경여건 개선,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체계 구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지역행복생활권은 

2개 이상의 시군의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자연적인 생활

권을 반영하여 권역을 설정함에 따라 과거 정부주도로 

생활권을 인위적으로 행정구역 단위로 설정한 이명박정

부의 광역경제권 및 기초생활권과 차이가 있다.

라. 문재인정부

문재인정부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지역

정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불균형이 지속되

고, 중앙정부 주도 방식으로는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지방소멸 등 당면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였다. 이에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수
립을 통해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 비전

과 3대 전략/9대 핵심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을 지향하는 

‘지역 주도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고자 3대 가치(분
권, 포용, 혁신) 기반의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을 수립(‘18.4~12월)하였다.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

획은 지역이 정책의 주도가 되어 지역 간 균형발전, 자
립적 성장기반 마련, 지역특화발전을 목표로 한다. 국가

균형발전의 3대 전략 중 ‘방방곡곡 생기도는 공간’을 공

간정책으로 제안하며, 그중 농어촌을 대상으로 한 ‘매력

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강소

지역으로’를 핵심과제로 제시하였다.
핵심과제 ‘매력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은 지역 스

스로 자립할 수 있는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활력 제고로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이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 불편없는 농촌 ‘3⋅6⋅5 
생활권’ 구축, 도시민과 함께하는 농촌다움 회복, 활력

과 매력이 넘치는 어촌 조성, 맞춤형 귀농어⋅귀촌 정

착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핵심과제 

‘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강소지역으로’의 경우 인구감소지

역을 대상으로 활성화 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에 따른 지

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자 하였다. 이에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지원, 마을공동체 

기반 지역 역량강화 및 활력 촉진, 접경지역 성장기반 

조성, 성장촉진지역⋅농어촌지역 개발 활성화 사업 등

을 추진하고 있다. 

3. 정부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 기본계획

가. 참여정부

참여정부는 농산어촌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 개방 확

대에 따른 농림어가 경제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농산어

촌의 정주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음을 인식하였다. 이
에 도농균형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도모하

기 위해서는 도시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농산어촌의 지

속적인 발전이 중요하다고 제안하였으며, 농림어업인 삶

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 등을 포괄하는 ｢농림어업인 삶

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이하 삶의 질 법)을 제정(‘04.3월)하여 시행(’04.06월)하
였다. 또한, ｢농업⋅농촌종합대책｣을 발표(‘04.12월)하면

서 삶의 질 법과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농촌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농촌지역개발 전

략 시행의 사업으로 소도읍육성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4년 119조 원의 투⋅융자계획을 

담은 종합대책은 농업⋅농촌정책의 3대 영역을 농업정

책, 소득정책, 농촌정책으로 설정하고, 소득정책 영역의 

복합산업활성화 부문과 농촌정책 영역(복지기반확충, 교
육여건개선, 농촌지역개발)을 통합하여 ‘삶의질 향상(농
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였다. 정부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법에 

따라 농산어촌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해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

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05.4월)하여, 부처별로 분산 

지원되고 있는 다양한 농산어촌 지원사업들을 농산어촌

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계획으로 종합하여 체계화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참여정부의 농어촌개발정책은 농어촌의 역할이 단순

한 농업생산의 기능을 넘어서 정주⋅휴양공간으로 확대

되는 농어촌 정주휴양기능을 강조하였다. 과거에 ‘농업’
으로 한정되었던 농업⋅농촌정책 대상이 참여정부에서

는 ‘농업⋅식품⋅농촌’으로 확대되었으며, ‘농업생산 중

심’의 공간으로 인식되던 농촌을 ‘생산⋅정주⋅휴양’의 

공간으로 재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정책수단 역시 과거에 

정부주도⋅가격지지에서 시장지향⋅소득보조 방향으로 

바뀌었다. 또한, 농촌공간의 역할이 ‘생산⋅정주⋅휴양’
으로 확대되어 인식됨에 따라 농촌공간의 가치를 보전하

고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자 2007년 ｢경관법｣을 제

정하였으며,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를 촉진하고자 

2007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도
농교류법)을 제정하여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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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시키고, 농어업⋅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

식을 높여,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국

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나. 이명박정부

이명박정부에서는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2009-2014)｣을 수립하였

으며, 농어촌지역의 기초생활인프라와 복지기반을 갖추

고 다양한 산업을 발전시켜 누구나 찾고 싶고, 살고 싶

어하는 ‘삶터, 일터, 쉼터가 조화된 행복한 농어촌 구현’
을 비전으로 삼았다. 이에 보건⋅복지 증진, 교육여건 

개선,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경제활동 다각화, 문화⋅여

가 여건 향상, 환경⋅경관 개선, 지역발전 역량강화 등 

7대 부문을 선정하고 부문별 목표를 제시하였다. 
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대 선진제도 도입, 지역이 주도하는 지속가능발전 체계 

구축,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체계 정비를 추진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삶의 질 향상 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2개의 

기본제도인 농어촌서비스기준과 농어촌영향관리 가이드

라인을 도입하였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촌 주민들

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와 관련

하여 8개 분야(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응
급, 문화여가, 정보통신)의 31개 항목을 선정하여, 특성

별로 보급률, 빈도, 접근성, 대응시간 등 기준을 제시하

였다. 또한, 정부 정책이 농어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전 점검할 수 있는 농어촌영향관리 가이드라인

을 운용하였다. 

다. 박근혜정부

박근혜정부에서는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2015-2019)｣을 수립하였으며 

농어촌 맞춤형 정책을 통해 공공서비스 사각을 해소하고, 
정주체계별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농어촌 자원을 활용

하여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여 농어촌 주민과 국민이 체

감하는 삶의 질 향상 정책을 추진하였다. 삶의 질과 관

련한 정책은 과거 도농간 생활여건 격차를 완화하여 도

시 수준으로 정주환경을 개선한다는 기조에서 농어촌다

움⋅농어촌 가치 중시⋅주민체감 증진의 방향으로 인식

이 전환됨을 고려하였다. 이에 기본계획은 ‘활력있는 공

동체를 기반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어촌 구현’
을 비전으로 삼고 7개 부문별 목표를 제시하였다. 부문별 

목표는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

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으로 설정하였다. 
기본계획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반농산어촌개발,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새뜰마

을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문화관광부는 문화마을 조성

사업 등을 수행하였다. 또한, 정책 목표의 달성과 주요 정

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

정(‘14년)하고, 2015지역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였

다. 농어촌의 주거환경 및 노후⋅불량 주택을 계획적⋅효

율적으로 개선하고자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

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새롭게 제정(‘13년)하였다. 
또한, 1999년 제정된 ｢농업농촌기본법｣의 법명이 2015년
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개정되었으며,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소

득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라. 문재인정부

문재인정부는 농어촌의 지속발전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하여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하였다. 도시보다 상대

적으로 낮은 농어촌의 전반적인 생활여건 만족도를 개선

하고, 고령화⋅공동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지방소멸 

위기가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도농간 격차 및 농어촌지

역간의 격차를 완화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어촌

을 조성하기 위하여 4대 전략에 따른 기본계획 및 183
개의 과제를 수립하였다. 4대 전략은 ‘생애주기별 복지

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정주기반 구축’, 
그리고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이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18.8월)하여 주민주권 구

현,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

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강화, 자치단체의 자

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 6대 전략과 33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에 지

방이양 대상 사업에 대하여 ‘20년 균특회계 예산편성으로 

10개 부처, 3개 청의 39개 세부사업(110개 내역사업)을 지

방에 이양하기로 결정(’19.4월)하였으며, 이양된 재원의 규

모는 약 3.5조 원이다. 그 중 농식품부는 5개 세부 과제

(13개 내역사업)이 이양되었으며 약 7,736억 원 규모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농식품부 주도의 거점 조성 관련 

사업은 유지되는 반면에, 지역밀착형 사업으로 판단되는 

마을만들기사업은 지자체로 그 기능을 이양하기로 결정되

었다. 이에 농식품부 주도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

거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시군 역량강화 등에 약 4,869
억 원 규모의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다. 또한, 마을만

들기, 기초생활인프라 정비, 농촌다움 복원, 농촌현장포럼, 
농촌형공공임대주택 시범사업, 농촌재능나눔 등 약 4,387
억 원이 지자체로 이양되어 사업이 추진 중이다.



정부별 국정운영 방향과 농촌지역개발사업 변화 분석

Vol. 26, No. 1, 2020 131

Figure 2. Characteristics, Laws, and the Transformation Process of Rural Development Projects by Successiv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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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별 농어촌지역개발사업 구성 및 특징

가. 참여정부

참여정부부터 지역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자원을 활용

한 내생적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이 시행되었

다. 과거 1990년부터 시행된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인 

농촌정주권개발사업은 지역의 도로, 상하수도, 주택정비

와 같은 기초생활환경을 정비하는데 기여하였으나, 지역

의 주변 경관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시설을 입지

시키거나 시설의 색채⋅규모⋅형태가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부조화 등으로 인해 농촌다움을 훼손시키는 문제가 

발생하였다(Lee et al., 2016). 이에 농림부는 농촌다움을 

유지하면서 지역의 잠재자원을 활용한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과 같은 권역별 종합개발사업을 신규 도입하여 공간

의 요소가 포함된 농어촌 개발정책으로다변화하였다. 또
한, 소도읍육성사업은 행정자치부를 주관으로 하여 ｢지
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거하여 시행되어왔으며, 새마

을운동을 모태로 한 도읍가꾸기사업, 소도읍가꾸기사업, 
소도읍개발사업 등 농촌지역 중심거점을 육성하고자 하

였다(Ministry of the Interior, 2007).
1990년부터 시행된 농촌정주권개발사업은 ｢농어촌발

전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면단위를 중심으로 한 일반

정주생활권개발, 문화마을조성, 마을하수도사업 등 세부

사업이 지속적으로 시행됐다.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농촌빈집정비사업이 ｢농어촌정비법｣
에 의거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농촌의 주거환경 

및 경관을 정비하였다.
더 나아가 도시민의 농어촌유입을 촉진시키고 농어촌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전

통테마마을, 문화역사마을, 어촌체험마을, 어촌관광활성

화 등의 농촌관광마을사업과 같은 체험 및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한 3차산업 중심의 사업이 부처별로 본격적으

로 추진되었다. 또한, 소득증대사업의 일환으로 농촌활력

증진을 위해 신활력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역특화품

목 육성사업 등이 새롭게 추진되었다. 이렇게 새롭게 추

진된 사업은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원을 활용한 내

생적 발전을 위해 주민의 참여확대와 역량 강화, 혁신 

등을 강조하여 기존의 하향식 농촌개발방식 대신 주민주

도의 상향식 개발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나. 이명박정부

이명박정부는 참여정부의 소도읍육성사업을 지방소도

읍육성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이후 2012년에 사업

이 종료되었다. 이후 참여정부부터 시행된 농촌마을종합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면소재지의 중심마을(1개 

법정리 이상)의 기능을 강화한 거점면소재지 마을종합개

발사업을 시행하였다. 강화된 기능은 배후농촌지역에 서

비스를 제공하여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농
산어촌지역의 소득 및 기초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어메

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2010년부터 농림

축산식품부 주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시행되었다.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개발사업 중 국비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사업으로써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이

명박정부 기간에 연간 평균 9,384억 원 수준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중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임기 내에 지속적으로 시행되었다. 또한, 
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사회문제로 대두

되면서 농어촌지역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석면슬레이트

주택에 대한 우려로 인해 기존의 주택개량과 빈집정비사

업과 연계하여 정부주도의 석면재료를 제거하는 슬레이

트지붕처리사업이 새롭게 추진되었다. 
농촌관광마을사업의 경우 2007년에 전통테마마을육성

사업이 농업농촌테마마을조성사업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

었으며, 농어촌 특유의 독특한 자연문화사회자원을 기반

으로 다양한 형태의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농촌주민과 도

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 레저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자 하였다. 또한, 녹색농촌체험마을과 어촌체험마을사업

은 2013년에 종료되었다.

다. 박근혜정부

박근혜정부의 경우 이전 정부의 거점면소재지 마을개

발사업을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재정비하여 2015
년까지 수행하였다. 이후 농촌 중심지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거점으로 육성하고, 농촌중심지를 배후마

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연결 거점으로서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의 중심지 역할로 수행하고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반농산

어촌개발사업의 기본구상인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창조

적마을만들기, 시군역량사업으로 자리잡았다. 사업을 다

양화하면서 국비 예산 규모도 증가하였는데 2014년 

5,739억 원 규모를 투입하였으며, 2015년 이후부터는 

8,723억 원 수준의 규모로 증가시켰다.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주민체감형 행복생활

권을 구축하고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하여 농

림부 주관의 지역행복생활권선도사업을 2013년부터 시

행하였다. 또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농촌주택을 개량하는 농촌마을 리

모델링사업을 시행하였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농어

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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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주거환경개선 및 리모델

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농림부와 한국농어

촌공사를 주관으로 시행되어왔는데,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인 주택개량, 빈집정비, 슬레이트 처리 뿐만 아니라 

공동생활형 홈 조성, 영유아보육시설, 에너지효율화사업 

등을 추가적으로 시행하였다. 이 외에도 새뜰마을사업이

라고 불리는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과 귀농귀촌활성

화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라. 문재인정부

문재인정부는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역개

발사업을 재⋅개편하면서도 노무현정부 시절 시행된 지

역개발사업을 모태로 하였다.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2020-2024)｣의 4대전

략은 이전 정부의 7개 부문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

여 복지서비스,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활동 등 4대 

부문으로 통합하여 구성하였다. 또한, 농어업인의 체감도

가 높은 농어촌지역 노인 돌봄 서비스인 농어촌형 커뮤

니티케어 모델 및 귀농어⋅귀촌인 및 고령자를 위한 공

공임대주택 보급 등 신규과제를 도입하였다.
개별 사업별로 살펴보면, 노무현정부 시절 2005년에서 

2007년간 시행된 신활력사업을 이어받아 농촌신활력플

러스사업을 2018년부터 추진하였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

업은 기존의 향토산업과 6차산업 등 구축된 지역자산과 

민간조직을 활용하여 특화산업을 고도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자립도 향상과 역량강화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농촌의 활력이 제고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2018년 49억 원 수준의 재정이 투입되어 10개 지역이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19년 245억 원의 재정으로 약 

20개 지역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경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과 시군역량사업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의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의 명칭을 마을만들기사업

으로 개편하였다. 또한,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농촌다움 

복원사업, 농촌형 공공임대주택사업 등이 새롭게 편재되

어 시행되고 있다.

5. 정부별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성과 및 종합평가

가. 참여정부

참여정부의 지역개발사업은 헌법에서 규정한 지역균

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삼아 안정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한 

성과는 인정받으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

도권으로의 인구⋅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중장기 전략과 계획이 부재하다는 한계가 있다(Song, 

2012).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은 

농산어촌 복지실태조사(‘04.8월-11월)와 11개의 부처, 지
자체, 농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을 마련

하였다. ‘삶과 휴양, 산업이 조화된 복합 정주공간으로서

의 농산어촌’을 구현하고자 교육⋅복지⋅지역개발⋅산

업 등 4대 부문 133개 과제를 추진하였으며, ‘05-‘09년(5
년)간 22.3조 원을 투⋅융자하였다. 이를 통해 생활인프

라 부문에서 상하수도 보급률을 36.2%(‘04)에서 

56.8%(‘08)으로 향상시켰으며, 2만9천 호를 대상으로 1조
6백억 원의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을 투입하는 등 주택, 
도로 등 기초생활환경을 개선하였다. 또한, 신활력사업 

및 농공단지 육성 등으로 농어촌 소득원이 다양화되었으

며, 체험⋅휴양마을 등 도농교류 활동이 확산되어 ‘04년
에 비해 ‘08년의 체험마을 방문객 수는 약 1.5배(2,359천 

명), 매출액은 약 3.2배(309억 원) 향상되어 지역경제 활

력화에 기여하였다. 더 나아가 지역 주도의 개발 및 지

역 주민의 발전 역량을 배양하기 위하여 마을종합개발 

및 체험마을과 같은 사업지에 마을 사무장과 같은 리더

층을 육성(0명(‘04)에서 465명(‘09))하였으며, 지역개발 컨

설팅산업 분야를 발전시키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을단위⋅하드웨어 중심의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을 통해 정주계층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

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혹은 마을⋅사업간의 유기적

인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함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또한, 
다양한 농어촌 체험⋅휴양사업은 양적성장에 비하여 서

비스 품질 확보가 추가적으로 필요하였다(Soh, 2013). 
참여정부의 농촌지역개발정책은 도농간의 균형발전을 

정책기조로 삼아 농가 경영의 안정과 농촌복지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농촌 공간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였다. 농
어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범정부 차원에서의 종합계

획을 수립하고 추진함으로써 농어촌의 새로운 희망과 비

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농촌개발

정책들이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과의 연계성이 다소 떨

어진다고 평가되고 있다(Kang, 2007). 

나. 이명박정부

이명박 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은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

기 위하여 광역권 도입을 통해 행정구역을 넘어선 연계 

협력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상생발전기금 도입, 지방재정의 확충, 포괄보조금제

도 도입을 통한 지방재정의 자율성 제고를 실천한 성과

로 인정받으나, 광역권 정책이 실제 행정구역의 개편으

로 연계되지 못한 점이 한계로 지적되었다(Soh, 2013).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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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터, 일터, 쉼터가 조화된 행복한 농어촌 구현’을 목표

로 보건⋅복지, 교육여건, 기초인프라, 경제활동 및 지역

역량, 문화⋅여가, 환경⋅경관 등 7대 부문 133개 과제

에 1차계획 대비 55% 증액한 34.5조 원을 투⋅융자 하

였다.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을 통해 농어촌 주

민의 농촌 생활 만족도는 (‘07)17.8%에서 (‘13) 31.3%로 

향상되었으며, 귀농⋅귀촌 가구수 역시 (‘11)10.5천 가구

에서 (‘13) 32.4천 가구로 증가하였다. 
기초인프라 부문의 경우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하여 

농어촌공간⋅인프라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여전

히 도⋅농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석면슬레이트 및 노

후주택이 대부분 농어촌에 집중되어 있으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체감도 높은 기초인프라가 여전히 도시에 

비해 낙후되어 있었다. ‘12년을 기준으로 면단위 상수도 

보급률은 전국 95.1%에 비해 32.9%p 낮은 62.2%, 도시

가스 보급률은 전국 59.5%에 비해 무려 49.3%p 낮은 

10.2% 수준에 불과하였다. 
정주생활기반 부문에서는 6차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추

진함에 따라 농어촌지역에서의 경제활동이 다각화되었

다. 농촌체험마을은 544(‘09)에서 803(‘13)으로 약 48%정

도 증가하였으며, 농촌민박은 16,681(‘09)에서 24,122(‘13)
으로 약 45% 정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노인⋅여

성에 적합한 일자리가 부족하고 농어촌 인력수급의 불균

형 현상은 심화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농림부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의 점검⋅

평가 및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에 따

르면(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16), 이명박정부의 농어촌 지역개발정책을 통해 농어

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기틀이 마련되고 

추진됨에 따라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상⋅하수도 

보급률 제고, 취약지 거점 생활인프라 구축 등 사회⋅경

제자본 부족 등의 농어촌 여건을 고려한 특화 정책을 추

진함에 따라 농어촌 주민이 인식하는 삶의 질 여건이 개

선되며, 귀농⋅귀촌 가구가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달성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농간 생활여건 격

차가 크고, 정책 분야 간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 

미흡한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되었다(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16).

다. 박근혜정부

박근혜 정부의 전반적인 지역개발정책 초점은 기존의 

‘장소의 번영(Place Prosperity)’에서 ‘주민의 번영(People 
Prosperity)’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자연적 생활권의 

구성과 교육, 의료⋅복지, 환경 등 분야별 지역협력사업

을 추진한 점을 주요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Song, 2017). 

그러나 생활권 정책추진 시 정책 공감대와 주민참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주민 행복과 같은 주관적인 요소가 

포함된 정책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정량적인 성과

를 평가하기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Song, 2017)..
｢제3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은 

‘활력있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어촌 구현’을 목표로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등 7대 

부문 176개 과제에 2차계획 대비 35% 증액한 46.5조 원

을 투⋅융자하였다.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을 통

해 귀농⋅귀촌 인구는 (‘13)423천 명에서 (‘17)517천 명

으로 약 22% 정도 증가하였다. 
도로포장, 상하수도 보급과 같은 농산어촌 생활인프라 

여건은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에 따라 호전되었다. 정주

생활기반 부문에서 5년 이내 신규주택 비율이 (‘15) 
12.5%에서 (‘17)15.0%로 증가하였으며, 상수도와 하수도 

보급률은 각각 (‘15)73.1% 및 66.6%에서 (‘17) 80.1% 및 

68.2%로 향상되었다. 상수도 보급률을 제외한 생활인프

라 여건은 80% 미만으로 도시에 비해서는 여전히 열악

한 수준이다. 또한, 광대역 통신망 보급 확산 정책으로 

(‘17)96.4%의 농어촌에서 광대역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

게 되었으며, 농어촌 교통모델 사업을 추진 후 버스 대

기 시간이 34.4분에서 11.7분으로 개선되었다. 정주생활

기반 부문의 만족도 조사 결과 주택, 기초생활인프라, 생
활서비스, 대중교통, 인터넷 등 대부분의 부문에서 만족

도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의 농어촌 지역개발정책은 과거 도농 간 

격차 완화에서 농어촌 주민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

의 질 향상을 목표로 설정하고 삶의 질 정책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물리적인 기초생활인프라 개선을 

통해 정주생활 기반, 환경⋅경관, 안전에 대한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정주만족도에 대한 성과를 확

인할 수 있으나 여전히 보건⋅의료, 교육, 대중교통 등 

기초적인 공공인프라에 대한 만족도는 하향세로 나타남

에 따라 농어촌서비스기준 중 부진한 항목에 대한 실효

성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Jeong, 2018). 또한, 농어촌지역 

내에서도 농어촌 시군, 읍면 간의 삶이 질 여건에 대한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남에 따라 농어촌지역 간의 정주

여건 개선방안의 부족함이 한계로 지적되었다(Jeong, 
2018).

Ⅳ. 결  론

본 연구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정부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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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참여정부 이후부터 

정부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시된 국가 비전과 지역

개발사업과 관련한 국정목표 및 국정전략, 국정과제를 

살펴보았다. 또한, 지역개발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기본계획｣및 농촌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
개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관련 

법령 제⋅개정, 지역개발사업의 추진방향 및 특징, 사업

의 성과를 정부별로 검토하였다.
정책기조는 정책을 잘 들어낼 수 있는 뉴스 빅데이터

를 기반으로 핵심 키워드 도출을 통해 정책기조가 어떻

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사업분류 범주를 

설정하였다. 예를 들면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의 경우 

핵심 키워드는 생활환경이나 균형발전과 같은 정책적 키

워드가 중요했던 반면 박근혜정부나 문재인정부에서는 

소득증대가 핵심 키워드로 드러남을 알 수 있다.
참여정부는 도농 지역간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는 문

제를 대응하고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다
핵형⋅창조형 선진국가 건설’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균형

발전과 지역혁신을 강조하였다. 또한, 효율성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하여 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를 도입하였

다.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

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농업⋅농

촌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지역의 역량강화와 고유 자원

을 활용한 내생적 발전을 추구하였다. 이를 통해 농어촌

의 정주휴양 기능 및 농촌어메니티, 농가소득, 복지, 농
업의 다원적 기능 등의 개념을 강조하였다. 이에 농촌지

역개발사업은 권역별 종합개발사업을 신규로 도입하고 

행정구역 중심(시군 및 마을단위) 사업 등으로 다각화하

였다.
이명박정부는 지역의 국제 경쟁력 취약 문제에 대응

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고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회계)를 도입하였다. ‘특화와 창

조’, ‘분권과 자율’ ‘협력과 상생’ 기반의 지역의 통합적 

발전전략을 표방하였다. 또한,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하

여 지자체의 자율적인 농촌지역종합개발을 수립하고 시

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경쟁력 향

상을 위해 기존 행정구역보다 규모가 큰 광역권 기반의 

기초생활권을 설정하여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른 규

모의 경제 및 네트워크의 경제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박근혜정부는 지역주민들의 낮은 행복도와 삶의 질 

문제에 대응하고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를 도입하였다. ‘국민행복, 지
역희망:HOPE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행복생활권을 제시

하였다. 행복생활권을 기초로 한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

였으며,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

역경제 활력 제고,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지역문화 융성 및 생태복원, 사각없는 지역복지⋅의료 

등을 추진하였다.
문재인정부는 삶의 질과 지역간 격차 심화 문제에 대

응하고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여 포용성장 

기반의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도입하였

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목표에 따라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등 주요 전

략을 제시하면서, 농촌지역개발사업은 농어촌지역의 기

초생활서비스를 보장하고 농촌의 지속가능성과 농촌가치 

복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농촌지역개발사업은 정부별 국정운영,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됐

다. 또한, 정부별로 기존 정책의 성과와 한계점 분석을 

통해 특별법과 기본계획을 개정하여 정책의 효율성과 실

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부별 농촌지역개발사

업에 대한 추진방향 분석을 통해 현재까지 수행되어 온 

각 사업에 대한 진행과정을 고찰하였고, 향후 새로운 농

촌지역개발사업의 제안 혹은 통합의 기초자료로 널리 활

용될 있으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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