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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과소화마을, 어떻게할것인가?
특성별유형분석과차별화전략

■농어촌마을의과소화, 공동화, 이대로좋은가?
전국 인구의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시점에서 인구이동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가운데, 농어촌
인구감소세는약화되고있으나, 마을단위인구의과소화·공동화는심화되고있음
인구의외부유출로인한농어촌마을의과소화·공동화문제는농어촌지역정책의중요한쟁점
으로대두됨

■과소화마을의증가및문제점
전라북도의 과소화마을은 전체 전라북도 마을수의 20.1%인 1,027개의 마을로서 전국 전체 과
소화마을3,091개의33.2%를차지하는매우높은비중을나타내는실정임
농어촌의 주거여건은 빈집 및 슬레이트지붕으로 인하여 주거의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노
후한주택등의문제가제기되고있어정책마련이필요한현실임
농어촌마을이지속적으로과소화되지않기위해서는단기대책과함께중장기적인 정책마련을
통해거주하는농어민의주거안정으로외부인구가유입될수있는살기좋은여건조성이필요한
시점

■과소화마을개선을위한정책제언
주거여건개선사업과수익사업등을연계한패키지사업으로시너지효과극대화필요
노령인구와노후주택비율로4가지유형으로분류하여노령인구가많은유형은소프트웨어중심
의 사업, 노후주택비율이 높은 유형은 하드웨어 중심사업을 적용하여 과소화마을의 정주여건
개선을통한과소화해결및활성화도모필요
개별 마을 차원으로만 과소화마을 문제의 해법을 찾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복수의
마을들을연계하여공동체기능확충방안등이강구된정주여건개선정책전개필요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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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농어촌마을의과소화, 공동화, 이대로좋은가?

■농어촌인구감소세는약화되고있으나, 마을단위인구의과소화및공동화증가
2010년기준으로전국의20호미만과소화마을수는총3,901개소로전체농어촌마을(36,496

개소)의8.5%를차지

과소화마을은2005년에2,048개소(5.7%) 마을에서2010년까지5년간1,000개소이상이증가

■인구의 외부 유출로 인한 농어촌 마을의 과소화·공동화 문제는 농어촌 지역정책의 중요
한쟁점으로대두

소득문제, 기초적인서비스여건취약등의이유로인구의외부유출이일어나면서농어촌의마

을과소화현상이대두

농어촌마을의과소화문제심화는농어촌의어메니티보전과활용, 주민참여를통한상향식농

어촌정책, 귀농·귀촌장려등과같은최근의정책기조와도배치되는것으로향후농어촌의발

전방향을모색하기위해면 한관찰필요

※과소화마을의정의
- 과소(過疎)는 사전적으로는 어느 지역의 인구 따위가 지나치게 적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

과 상대적인 어휘임. 일정 지역의 인구가 점차적으로 줄어들어 다른 지역보다 적어진 상
태를의미하는결과론적개념(정기환외3, 1999)

- 과소화 지역은 과소한 상태로 진행하는 과정에 놓여져 있는 지역을 의미, 과소지역을 판단
하는기준은연구자마다다양하고조작적이며, 통상정량적인지표를사용함

- 본연구에서는최근전국조사에기초한관련연구에서기준으로삼았던20호미만가구수
를과소화마을의기준으로분석함

2005년

2010년

2,048

(5.7)

3,091

(8.5)

17,780

(49.3)

19,281

(52.8)

8,174

(22.7)

7,291

(20.0)

3,253

(9.0)

2,525

(6.9)

4,786

(13.3)

4,308

(11.8)

36,041

(100.0)

36,496

(100.0)

구분 20호미만 20-59호 60-99호 100-149호 150호이상 합계

<표 1> 농어촌마을의규모별구성비율변화 (단위 : 개소,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200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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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과소화마을증가및문제점

1)  농어촌과소화마을증가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북도의순으로과소화마을이많이분포하는것으로나타남
전라북도의 과소화마을은 전체 마을수의 20.1%인 1,027개소로, 이는 전국 전체 과소화마을

3,091개소의33.2%를차지하는매우높은비중을나타내는실정임

시·군별로 살펴보면 진안군이 전체 마을수의 38.8%가 과소화마을로 나타났고, 순창 28.9%,

정읍24.7%, 임실23.0% 순으로동부산악권역의마을여건이더욱열악한실정

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전체

15 (1.6)
82 (2.1)
87 (4.0)
164 (5.8)
106 (2.4)
714 (14.1)
505 (7.7)
161 (3.1)
212 (4.4)
2 (1.2)

2,048 (5.7)

998
4,042
2,195
2,897
4,517
5,108
6,650
5,167
4,752
172

36,498

60 (6.0)
148 (3.7)
114 (5.2)
258 (8.9)
158 (3.5)

1,027 (20.1)
780 (11.7)
223 (4.3)
322 (6.8)
1 (0.6)

3,091 (8.5)

과소화마을 마을수 과소화마을
구 분

2005년 2010년

<표 2> 과소화마을의시·도별분포변화
(단위 : 개소, %)

주: ( )안은 시도별마을수대비과소화마을수비중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각 연도,
성주인·채종현, 농어촌의과소화마을실태와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6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2005, 2010

전 국
전라북도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36,041
5,065
337
577
555
334
546
481
274
149
197
255
300
557
503

2,048
714
33
48
102
49
80
66
67
21
22
38
63
49
76

5.7
14.1
9.79
8.32
18.38
14.67
14.65
13.72
24.45
14.09
11.17
14.90
21.00
8.80
15.11

36,498
5,108
335
574
559
334
542
490
294
150
199
256
304
563
508

3,091
1,027
50
84
138
54
115
75
114
12
44
59
88
88
106

8.5
20.1
14.9 
14.6 
24.7 
16.2 
21.2 
15.3 
38.8 
8.0 
22.1 
23.0 
28.9 
15.6 
20.9 

2.8
6.0
5.1 
6.3 
6.3 
1.5 
6.6 
1.6 
14.3 
-6.1 
10.9 
8.1 
7.9 
6.8 
5.8 

구 분 증감율(’05-’10)마을수 과소화마을수 과소화비율 마을수 과소화마을수 과소화비율
2005 2010

<표 3> 전라북도시군별과소화마을현황
(단위 : 호, %)

2005년 과소화마을현황(시·군기준)

2010년 과소화마을현황(읍·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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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산악권역(동부)과 해안권역(서부)이 지형적여건차이로다른과소화양상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과같이임야비율이높은지역에서과소화마을분포비중이높

은실정

산악권역과해안권역의마을여건이다르므로과소화마을해결을위해서는지형적입지여건에

따라차별화된정책마련필요

2)  농어촌과소화마을정주여건열악

■상대적으로높은노령인구비율과노후주택비율
전라북도 노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은 전국의 11.3%보다 높은 16.4%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도임실군과순창군이매우높게나타남

전라북도의 노후주택(79년 이전 건축 단독주택)의 비율(34.91%)은 전국(30.64%)에 비해 매우

높은실태로그가운데에서도고창군과정읍시의노후단독주택비율이매우높음

(단위 : %)

자료: 국토해양통계누리, www.index.go.kr

<그림 1> 시군별임야및농지비율(2010)

(단위 : %)

자료: 국토해양통계누리, www.index.go.kr

<그림 2> 시군별노후주택및노령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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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거여건개선을위한정책마련필요
농어촌의 주거여건은 빈집 및 슬레이트지붕으로 인하여 주거의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노

후한주택등의문제가제기되고있어정책마련이필요한현실임

기존 주택들은 정비되지 않고 노후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기반시설 정비가 체계적으로 이

루어지지않아생활환경이열악한실정임

기반시설이나생활환경도체계적으로정비되지않은경우가많음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시행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효율성이 낮은 것

이현실임

■농어촌의의료시설, 복지시설, 보육시설부족
농어촌마을이현재와같이과소화가되지않게하기위해서는단기간대책을지양하고, 젊은층

과귀농·귀촌인이유입될수있는마을환경조성이궁극적으로과소화마을증가를억제

자료: 최혁재외, 농어촌지역삶의질제고를위한농어촌뉴타운사업발전방안, 국토연구원, 2010

<그림 3> 과소화마을빈집실태

사업목적 주거환경개선
농어민의복지향상을위한 정주공간재편

도시민의농촌유입촉진
살고싶고, 찾고 싶은

면단위종합개발 분산마을집단화 정주공간조성
공간범위 자연마을 면 중심마을이상 자연마을 3~5개 마을의소권역
사업대상 택지조성 마을기반정비 택지조성 택지조성 마을경관개선

주택개량 농촌산업개발 주택건축 주택건축 기초생활시설
마을내도로정비 문화복지시설 공동이용시설 마을기반시설 소득기반시설
상하수도정비 환경보전시설 상하수도정비 공동이용시설 지역역량강화

사업규모 20호이상(대부분소규모) 면 전체 100~300호→50호 이상 20호 이상 3~5개 마을의소권역

사업주체 시장·군수 시장·군수 시장·군수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
농어촌공사,마을정비조합등

사업비 10~14억원/마을 45억원/면 30~50억원/마을 10~30억원/마을 40~70억원/권역
도입시점 1976년 1990년 1991년 2004년 2004년

추진실적
5445개 마을 795개 정주권면 197개 마을 123개 마을 301개 권역
(1976-1991) (1990-2007) (1991-2004) (2004-2010) (2004-2010)

구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정주권개발사업 문화마을조성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표 4> 농어촌주거공간조성사업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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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화마을은 지역에 아동이 적은 지역이기 때문에 보육시설이 적게 분포하고 있지만, 역설적

으로보육시설이열악하기때문에현재로서는그러한지역에젊은층의인구유입이어려운상황

농어촌 마을의 노인층이 도시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농어촌 마을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는 의료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이 매우 중요함. 노인복지 시설의 경우 노령인구비율이 높

은지역에노인복지시설의필요성이절실하나, 노령인구비율이높은지역보다는도시지역에많

이분포하고있음

(단위 : %)

자료: 전국지역아동센터실태조사보고서, 2011

※노후주택: 30년 이상주택기준

자료: 전라북도사회복지협의회, 2011, www.jbcsw.or.kr

<그림 4> 시군별지역아동센터및노인복지센터

<그림 5> 과소화마을유형분류기준

III. 농어촌과소화마을특징

1)  농어촌과소화마을을노령인구와노후도여건으로유형분류

■과소화마을의노령인구(65세 이상)와 노후도(노후주택) 여건으로마을분류
과소화마을을노령인구비율50% 이상, 이하와노후주택비율50% 이상, 이하를기준으로4가지

유형으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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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정주여건개선방안정책제언

1) 소프트웨어와하드웨어를연계한패키지사업

■하드웨어인 주거여건 개선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인 수익사업 등을 연계한 패키지 사업
으로시너지효과극대화필요

농어촌마을에서는주거환경의개선도중요하지만주거환경개선에선행하여소득원개발, 작목

반구성등의요소또한중요한요소임

2) 과소화마을유형별특징

■과소화마을의실태조사(설문)에서나타난유형별경향
과소화마을은 공통적으로 거주기간이 길었으며, 의료시설과의 거리, 대중교통 편리성, 친인척

과의거리를주거환경에서중요하게여김

노령인구가 많을 수록 교통시설에 대한 불편 및 요구사항이 높고, 노령인구 비율이 마을에서는

귀촌자에 대한 거부감이 높게 나타남. 노후주택비율이 높은 마을에서는 편의시설에 대한 요구

사항이높게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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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유형별소프트웨어사업및하드웨어사업의추진

농어촌마을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노년 교육, 건강생활 프로그램이 필

요함. 하드웨어사업의경우공통적으로마을경관조성, 환경보전시설지원, 생활편의시설조성

사업들이필요하며, 노후주택비율이높은경우노후주택빈집정비와슬레이트철거필요제시

2) 과소화마을특성별차별화된추진전략수립

노령인구가많은A유형과B유형은소프트웨어중심의사업을통하여과소화마을해결및활성

화가필요하고, 노후주택비율이높은A유형과C유형의경우마을인프라여건이열악하여노후

주택개량, 슬레이트 처리, 빈집정비사업 등의 하드웨어 중심사업으로 과소화마을 해결 및 활성

화가필요함.

노후주택비율도 낮고, 노령인구 비율도 낮은 D유형은 과소화 해결을 위하여 가장 적극적 사업

추진이필요한유형으로, 마을리더양성, 마을공동소득창출을위한교육및마케팅등적극적

인사업추진이필요한유형으로사료됨

과소화마을유형별추진전략 과소화이용유형별적용기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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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관리모델링형 과소화마을공동홈조성(안)

■ 공동홈형(A유형, 노령인구多, 노후주택多) 
기존시설(마을회관, 경로당, 공가등)의특성을고려하여마을회관등을리모델링하거나기존시

설을 연계·확장하여 소규모(5~10호) 중심으로 부엌, 식당 등 일부 공용공간을 활용하면서 공

동거주하도록물리적·기능적연계

공동홈또는동절기거주단지를조성하여겨울철등동절기에일시적으로따뜻한곳으로거주지

를이주하도록함

과소화마을 유형중 여건이 가장 나쁜 유형으로서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확대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시키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통하여 과소화마을 단계적 출구전략 수립 및 지속적인 모니

터링필요

■귀농유도형(B유형, 노령인구多, 노후주택少) 
노후주택은 적으나, 노령인구가 많은 마을로

귀농인등젊은층유입정책및소프트웨어중

심의 개선정책을 통하여 과소화마을 해결 및

마을활성화필요

젊은귀농인의경우농사를지을수있는논이

나 밭을 확보하고 마을의 기존주택을 개보수

하여 생활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빈

집을 귀농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활용형과

개선이 불가능하여 마을 경관 개선을 위한 제

거형으로구분하여데이터베이스구축

<그림 7> 마을회관의공동홈활용방안

과소화마을공동홈조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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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농촌임대주택형(C유형, 노령인구少, 노후주택多) 
노령인구는적으나, 노후주택이많은마을로서인프라여건이열악하여, 노후주택개량, 농촌임대

주택(4~10호내외의소규모) 공급등하드웨어중심사업으로과소화마을해결및활성화가필요

■적극지원형(D유형, 노령인구少, 노후주택少)
노령인구도 적고, 노후주택도 적은 양호한 마을로서 과소화 해결을 위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과

소화마을축소를위하여집중이필요한유형

수요대응형버스시스템(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ation), 찾아가는은행, 보건소,

도서관등찾아가는서비스확대를통한생활편의시설의접근성해소

귀농유도형과소규모농촌임대주택형의사업적용

3) 인접마을과연계를통한정주여건개선

개별 마을 차원으로만 과소화마을 문제의 해법을 찾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복수의

마을들을연계하여공동체기능확충방안등의노력요구

인접 농어촌 과소화마을을 연계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문화시설, 커뮤니티 시설

등) 공급

국토연구원(2012), 강미나외, “농촌지역의주거품격향상을위한농촌주택정책방안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2), 김정섭·임지은, “귀농·귀촌과주거환경정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2), 성주인·채종현, “농어촌의과소화마을실태와정책과제”

대통령직속지역발전위원회(2012), 성주인, “일본의귀농·귀촌정책동향”

국토연구원(2010), 최혁재외, “농어촌지역삶의질제고를위한농어촌뉴타운사업발전방안”

농어촌연구원(2008), 박윤호, “농촌마을정비사업추진실태분석및발전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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