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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마을圈域單位 所得事業 活性化를 위한 新會社制度

導入에 관한 硏究

이 현 윤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국문초록)

농촌마을의 過疎化와 농어촌 인구의 高齡化 등으로 沈滯된 農村社會를 回復하기 위

하여 施行하고 있는 農村地域開發事業 중에서 一般農山漁村開發事業이 대표적인 事業

이다. 이러한 一般農山漁村開發事業 중에서 마을圈域單位綜合整備事業은 同一한 生活

圈․營農圈을 가진 수 개의 마을을 事業對象地로 묶어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경관개

선, 지역소득증대, 지역역량强化 등 多樣한 機能의 綜合的인 整備를 통해 窮極的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마을圈域綜合整備事業의 多樣한 機能事業

중에서도 지역소득증대사업이 농산어촌 지역주민의 所得水準을 높이고 삶의 滿足度를

높이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마을圈域 所得事業은

法人設立에 있어서 農業法人의 基本的인 設立要件 이외에 시설비 보조금 支援을 받기 위해

特殊 設立要件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物的․人的 力量이 不足한 圈域 주민만으로는 充分

한 資本力과 經營能力을 갖춘 競爭力있는 企業設立과 더하여 經營에 根本的인 限界가 있

다. 또한 從來 營農組合法人이나 農業會社法人 株式會社의 法人形態로는 圈域 주민들간의

緊密한 協業的 經營과 함께 容易한 資本 擴充을 要求하는 새로운 企業需要에 充分히 對應

할 수 없는 問題點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硏究에서는 이러한 問題點을 改善하기 위한 代案으로서 마을圈域 所得事業의

特殊性을 반영하면서 外部로부터 物的․人的 資産의 擴充과 企業經營을 容易하게 할 수 있

도록 商法上 會社制度를 中心으로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이 企業設立段階에서 부터 人

的․物的資源을 强化하고 容易한 企業經營이 가능한 企業形態로서 또한 마을圈域 所得

事業 活性化에 適合한 會社制度는 무엇인가에 관하여 硏究를 遂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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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硏究에서는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400여개 圈域에서 施行되고 있는

一般農山漁村開發事業 중에서 마을圈域單位綜合整備事業 중 所得事業으로 추진되어 設

立된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에 대한 經營實態 分析과, 住民意識 調査 및 마을圈域 所

得事業法人의 設立上의 問題點 分析을 基礎로 하여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의 設立形態

別 適合度 檢討를 통해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의 開放的 設立方案을 提示함으로써 마

을圈域 所得事業 活性化를 會社制度 導入의 必要性을 提案하였다. 이러한 提案을 위해

本 硏究에서는 마을圈域 所得事業의 特殊性을 反映하면서 外部로부터 物的․人的資産의

擴充을 容易하게 調達할 수 있도록 法人設立段階에서 부터 會社法制 導入에 관한 適合度

分析을 실시한 결과, 2011년 ‘改正 商法’을 통해 導入된 새로운 會社의 種類로서 ‘有限責

任會社’ 制度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設立된 農業會社法人

의 새로운 會社 設立形態로서 導入을 假定하여 만든 ‘農業會社法人 有限責任會社’ 및

農業會社法人 株式會社가 營農組合法人, 農業會社法人 合名會社, 農業會社法人 合資會

社, 農業會社法人 有限會社 등 다른 法人形態 보다도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에 가장

適合한 法人 設立形態로 나왔다. 따라서 ‘農業會社法人 有限責任會社’를 마을圈域 所得

事業法人의 새로운 法人設立 形態로 導入할 수 있도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農業會社法人의 種類에 商法上의 有限責任會社 制度를 導

入할 수 있도록 改正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얻게

된 마을圈域 所得事業 活性化를 위한 所得事業法人의 開放的 設立方案은 무엇보다도

從來 農業法人의 類型으로는 限界가 있는 農産漁村地域의 마을圈域 所得法人의 企業設

立形態에 있어서 事業의 實效性을 가져올 수 있는 企業設立 모델을 提示하였다는 점에

意義를 가지며, 그 결과 外部로부터의 開放的인 人的․物的 資産 擴充과 容易한 企業

體 組織經營을 통하여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의 企業競爭力 向上을 期待할 수 있는 점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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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New Company System in the

Integrated Village unit Projects

Lee, Hyeon Yun

Department of Business Adminstration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osun University

The Integrated Village unit Projects is the representative of the Comprehensive

Village Development Projects to be implemented for a recovery of the depressed

rural society by the phenomena of fewness and aging in rural village. The

Integrated Village unit Projects of this Comprehensive Village Development Projects

is purposed to improve the quality of rural community life by integrated

development on a various function of “basic living-foundation’s expansion, rural

community-landscape’s improvement, rural community-income’s expand, rural

community-capability’s reinforcement”with holding plural village together with a

same life zone and a same farming zone.

The rural community-income’s expand business is the most important in

improving the general status of rural community’life, among the various function’s

projects. But the rural community-income’s expand business is fundamental1y

limited in competitively foundation of company and management with a sufficient

capital strength and management ability by rural community resident of lacking

material and human capability, because of being qualified for agricultural

corporation’ conditions of establishment as well as agricultural corporation special

conditions of establishment for receiving government aid for the cost of equipment.

Also the conventional form of corporation as agricultural association corporation

and agricultural corporation incorporated have a problem not to cope enough with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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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need of company, be required for close cooperation management between rural

community’residents and easy expansion of a capital.

Therefore this study on the new company system in the Integrated Village unit

Projects is performed by the alternative for improving these problems, reflecting

the specialty of rural community-income’s expand business and being able to

expand material and human capability, and easy company management around the

business Law.

This study proposed an alternative for the new company system in the

Integrated Village unit Projects of the comprehensive village development projects,

and it has been implemented since 2006 in rural clustered villages more than four

hundred all over the nation, by the Goodness-of-Fit Test for various types of

company Establishment concerning Income-based Business corporation in the

Integrated Village unit Projects, on the ground of the analysis on the actual state

of management and residents' consciousness survey and the analysis on the

problem of setting-up corporation. In this study for proposing this alternative was

haven the Goodness-of-Fit Test to draw the profitable type of setting-up

corporation in reflecting the specialty of rural community-income’s expand business

and being able to expand material and human capability, and easy company

management around the business Law, and it follows that not only Farming

Company Corporations-Corporation but also Farming Company Corporations-Limited

Liability Company under the 2011 revised Commercial Law, by a new assumed

type of setting-up corporation in Agricultural and Fishing Company-promotion and

support Law, is well fitted for Income-based Business corporation in the Integrated

Village unit Projects than Farming Organizations, Farming Company Corporations-Unlimited

Partnership Company, Farming Company Corporations-Joint-Stock Company, Farming

Company Corporations-Limited Company.

So, it needs to revise article 17 of 'Agricultural and Fishing Company-promotion

and support Law enforcement ordinance', in which to includes Limited Liability

Company on the Commercial Law, to Introduce 'Farming Company Corporations-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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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ability Company' by a new type of setting-up corporation for Activation Strategy

on Income-based Business in the Integrated Village unit Projects

The meaning of Study on the new company system in the Integrated Village

unit Projects is most to propose the alternative model, which being able to meet

new demands for the special company type of setting-up corporation on

Income-based Business in the Integrated Village unit Projects at rural zone to be

limited by a old Agricultural and Fishing Company type of setting-up corporation,

and we can expect the improvement of enterprise competitive power of

Income-based Business Company in the Integrated Village unit Projects by

expanding material and human capability and easy compan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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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硏究의 背景과 目的

가. 硏究의 背景

우리나라 전체 국토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一般農産漁村地域은 대부분

이 落後되고 生活環境과 所得이 絶對的․相對的으로 뒤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

라, 人口의 都市移動과 高齡化에 따른 人口減少로 인하여 마을이 過疎化 및 空

洞化되고 地域社會가 活力을 잃고 沈滯되어가고 있는 實情에 있다. 이에 따라 농

림축산식품부는 上向式 또는 住民主導型의 공모사업으로 一般農山漁村開發事業을 “농

산어촌의 어메니티1)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人口維持 및 地域의 發展을 圖

謀하고, 地域別 特色있는 資源의 開發을 통하여 地域住民의 所得을 向上함과 더

불어 基礎生活水準을 擴充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 마

을단위 共同體의 活性化와 地域社會를 健康하게 維持하는 것을 目的“으로 추진하고

있다.2)

상기한 一般農山漁村開發事業 類型 중에서도 본 硏究의 對象으로 선정한 마을

圈域單位綜合整備事業은 1~3개의 법정리를 대상으로 生活圈․營農圈, 水利圈 등의

特徵으로 인해 지역주민간 同質性과 紐帶感을 가진 2개 마을 이상을 소규모의 圈

1) 어메니티(Amenity)란 인간이 환경과 교감하면서 쾌적함, 편안함, 유쾌함, 안락함, 즐거움, 아름다

움, 청결함, 건강함 등 긍정적인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장소의 속성이나 심미적 상태를 말한다.

농촌어메니티는 농촌지역의 아름다운 경관, 역사문화유산, 정취 등이 어우러져 쾌적함, 유쾌함, 긍정

적인 감정 등을 불러일으키는 장소의 속성이나 감성적 인식(농촌다움, 경관미, 정주편리성 등)을 의미

한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http://rural.rda.go.kr)

자연 경관을 해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농촌의 모든 경제적 자원이 농촌 어메니

티이다. 서유럽에서는 이러한 농촌 어메니티를 농촌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해 정부의 농업정

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2)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매뉴얼, 2013



- 2 -

域으로 묶어서 해당 圈域의 特性에 맞도록 경관개선․생활환경정비․주민역량 强

化 및 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하여 持續可能한 생활터전의 유지 및 최소한의 기초

생활수준을 보장하는데 추진목적을 두고, 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소득증대,

역량强化 등 機能別로 마을圈域 여건에 따라 細部事業을 발굴하여 추진되고 있

다. 상기한 바와 같은 목적하에 2005년도부터 2012년말까지 전국적으로 400여 圈

域을 발굴하였고, 일부 圈域은 事業이 완료되었으며 또한 2017년까지 1,000개 圈

域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一般農山漁村開發事業은 事業對象地의 位置와 開發內容에 따라 읍 (동)면單位綜合

整備事業, 마을圈域單位綜合整備事業, 신규마을조성사업, 기초생활인프라정비사업 등

4가지 事業形態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으며, 一般農山漁村開發事業의 事業類型에 따른

機能別事業은 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소득증대, 역량强化로 나뉘는데, 소득

증대를 위한 事業은 推進目的상 마을圈域單位綜合整備事業에서만 할 수 있는 特

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마을圈域당 事業期間 3~5년간에 50~70억원의 막대한 事業費를 投資하고

도 事業公募에서부터 基本計劃 및 實施設計 樹立, 事業施行, 竣工 후 經營管理 등

에 있어서 각 事業段階에 參與하는 주민의 共同體的 協力 不足, 經營能力 및 資

金力 不足 등의 多樣한 問題點들이 發生되고 있는 것이 現實이다. 이로 인하여

所得事業이 活性化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主가 되는 所得事業으로 造成되는 圈域

基金의 不足으로 지역주민의 自立的인 事業施設物의 經營管理에 어려움이 크며,

마을圈域의 인구증가․소득증가 등 주요 發展指標상의 成果達成에도 限界가 있다

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위와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을圈域單位綜合整備事業 중 所得事業은 지역

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유통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所得增大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文化․福祉 등 公益的 施設의 自立的인 運營管理를 통한

活性化 方案을 모색하여 成功的으로 經營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무엇

보다 重要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마을圈域 所得事業 活性化를 위해서 創業에서

부터 企業의 成長段階別로 多樣한 活性化 方案에 대한 硏究가 필요하다 하겠는데

, 아직까지는 農漁村地域 産業 活性化나 一般農山漁村開發事業 活性化를 위한 巨

視的인 硏究는 있으나, 마을圈域單位 所得事業 活性化를 위한 個別事業의 특정분



- 3 -

야에 대한 微視的인 硏究는 부족한 실정에 있다.

그러므로 本 硏究에서는 특히 마을圈域 所得事業에서 취약한 企業設立段階에서

의 人的․物的資源 强化를 위한 차원에서 事業遂行에 適合한 形式의 企業設立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실효적인 측면에서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의 設立方案을 提示

하고자 한다.

나. 硏究의 目的

一般農山漁村開發事業의 財政投入 現況을 보면 2012년도까지 총 4,050,420백만원,

2013년에는 1,316,504백만원을 投入하였고, 2014년에 1,246,192백만원을 財政投入

할 계획에 있으므로, 이를 보면 農漁村開發에 본 사업을 통하여 그 만큼 많은 財政

을 投入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겠다.

<표 1-1> 年度別 財政投入 現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까지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안)~

합  계 1,390,927 1,330,283 1,329,210 1,316,504 1,246,192 1,246,192

보  조 973,649 931,198 930,447 918,246 872,334 872,334

지방비 등 417,278 496,214 398,763 398,258 373,858 373,858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一般農山漁村開發事業 시행지침, 2014)

그리고 지금까지 마을圈域單位綜合整備事業의 事業成果 측면을 보면, 주로 주민만

족도와 신규인구 유입목표 달성률을 핵심 成果指標로 하여 평가하고 있는데, 2010년

도부터 2012년까지의 평가결과, 주민만족도는 2010년 77.9%에서 2012년 79%로 조

금씩 향상되고 있고, 신규유입목표 달성률은 매년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

가되었다. 그러나 圈域別 여건에 맞게 설정하는 個別的인 發展指標 중에서 중요한

發展指標의 하나인 ‘所得增大’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圈域에서 成果가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표 1-2> 成果目標 및 指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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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3개년실적 지표산출

시   기
측정방식

’10 ’11 ‘12

○ 주민만족도(%) 80.0 77.9 78.7 79.0 ‘13.1월(매년말기준)
 리서치 전문기관활용 

 지역주민 만족도 조사

○ 신규인구 유입목표

   달성률(%)
100 118 100 100 ‘13.1월(매년말기준)  시군別 목표 및 실적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一般農山漁村開發事業 시행지침, 2013)

또한, 마을圈域單位綜合整備事業이 포함된 一般農山漁村開發事業은 광특회계3)의 지

역개발계정4)으로 낙후된 농어촌에 대규모의 재정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事業

地를 제외하고는 각 事業推進 段階別로 여러 가지 問題點들이 발생하여 事業의 實

效性이 떨어지고 있는 實情에 있다.

이러한 一般農山漁村開發事業의 問題點에 관하여는 크게 計劃段階와 施行 및

完了段階 등 세분류로 나누어 檢討해 볼 수 있다. 먼저 計劃段階는 公募事業을

신청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5)에서 수립하는 豫備計劃(新規事業 事業妥當性 檢討)

段階와 公募事業 선정 후 基本計劃 및 實施設計 段階로 구분되는데. 豫備計劃 段

階에서의 問題點은 다음과 같다.

(1) 주로 官主導의 下向式으로 事業候補地를 발굴하기 때문에 事業與件은 良好

한 반면에 주민들의 參與意識이 不足하다는 점

3) 광특회계는 지역의 특화 발전 및 광역 경제권 경쟁력 향상 지원을 목적으로 지역개발계정과 광역발전

계정으로 경영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다.

4) 지역개발계정은 17개 광역지자체에 지출하도 배분방식으로 편성되며, 지출한도는 기본요소(인구, 면적),

낙후도요소(소득세할주민세, 노령인구 비중, 재정력지수)를 평가하여 각 시․도에 지출한도 제시, 각

시․도는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경영되고 있으며, 광역발전계정은 지

자체 요구 등을 받아 부처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하는 부처 직접편성사업으로 시․도간 연계사업, 개발

제한구역관리 등 국가적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으로서, 각 부처가 지역발전계획 및 중장기 투자계획 등

을 반영하여 경영되고 있다.(기획재정부 광특회계 경영방향, 2014)

5) 추진위원회는 주민주도형의 상향식 사업인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파

트너십)와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자치조직으로서 참여 마을별로 주민회의를 통해 3~5인의

대표들로 20인 내외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며 예비계획서 작성, 주민의견수렴과 역량강화, 사업부

지 확보 지원 등 원활한 사업추진과 자치경영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

촌개발사업 추진매뉴얼,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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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 준비기간이 짧아서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 아이디어 에 대한 事業妥

當性 檢討가 不足하다는 점.

(3) 細部事業에 대한 부지 확보에 있어서 토지소유자의 완전한 매입 동의 또는

사용승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4) 計劃樹立 過程에서 지역민의 事業에 대한 理解와 疏通이 不足한 상태에서

소수의 추진위원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된다는 점 등이다.

그리고 基本計劃 및 實施設計 段階에서의 問題點은 다음과 같다.

(1) 豫備計劃 때 수립된 機能別6) 細部事業들이 전체적으로 많은 변경이 있어서

새로운 事業들을 발굴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

(2) 事業敷地에 있어서 토지소유자의 협력이 부족하여 부지확보가 어렵고 많은 시

간이 소요된다는 점

(3) 마을별 宿願事業을 반영하기 위한 나눠먹기식 事業으로 인한 마을간 및 주민간

갈등이 크다는 점

(4) 所得事業에 있어서 住民參與과 自負擔能力이 매우 不足하다는 점 등이다.

다음으로 施設物 造成을 위한 H/W事業7) 및 지역주민의 自立的이고 持續可能한 經

營能力 向上을 위한 地域力量强化(S/W)事業8)의 施行段階와 完了段階에서의 問題點

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별로 H/W事業에 대하여 큰 비중을 두기때문에 마을별 施設 計劃 확정 후 地域力

量强化事業에대한주민의事業參與度가떨어진다는점

6)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등 4개의

기능별 사업내용으로 분류된다..(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시행지침서, 2014)

7) H/W사업은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기능별 사업내용 중에서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

역경관개선을 위한 시설물 조성사업을 말한다.

8) 지역역량강화(S/W)사업은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기능별 사업내용 중에서 문화복지시설, 경관시

설, 소득사업시설 등 사업시설물과 문화복지프로그램, 농촌관광 체험프로그램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역주민이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

팅․홍보마케팅․정보화․마을경영 등 제반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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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W事業 추진시기와 교육․컨설팅․홍보마케팅 등 연계 가능한 S/W事業 추진

시기가 상호 연결되지 않아 상호간 시너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3) 준공 施設物에 대한 經營管理에 있어서 주민간의 역할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효율적인 經營管理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4) 부지확보, 自負擔 문제로 인한 事業變更으로 事業 지연에 따른 전체적인 추진일

정에 차질이 자주 발생한다는 점

(5) 所得基盤事業9) 및 體驗觀光事業10)의 발굴 부족과 經營管理능력의 부족으로 자

립적인 圈域事業 經營能力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

(6) 최근, 지역민의 부담에 의해 부지확보가 필요한 體驗觀光事業과 부지 및 自負擔

이 필요한 所得事業11)에 대한 參與를 回避하는 傾向이 있다는 점

(7) 또한, 施設物 經營管理 등을 위한 圈域基金의 확보가 곤란한 圈域에 있어서는 事

業 竣工 후 管理責任을 행정이나 운영위원장에게 떠넘기고 施設物을 放置하는

경우까지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그러므로 위와같이 다양한 問題點 중 一般農山漁村開發事業의 推進目的과 成

果12)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마을圈域 所得事業에 대한 問題點만을

9) 所得基盤事業은 圈域에서 생산된 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圈域 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施設 등을 설치하는 事業으로서 마을圈域單位 綜合整備事業의 機能別 事業 중에서 所得事業

施設비 造成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事業敷地 제공과 自負擔金이 요구되는 事業이다.(농림축산식품부, 일

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매뉴얼, 2013)

10) 體驗觀光事業은 圈域의 資源이나 어메니티를 활용하여 외부인을 유치함으로써 圈域 주민이 공동 所

得을 창출할 수 있도록 支援하는 事業으로서 마을圈域單位 綜合整備事業의 機能別 事業 중에서 體驗觀

光施設 造成에 있어서 사업부지 제공 이외에는 自負擔金이 없는 事業이다.(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

촌개발사업 추진매뉴얼, 2013)

11) 所得事業은 본 硏究에 있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서(2014)에 따른 所得

基盤事業을 의미한다.

12) 마을圈域單位 綜合整備事業의 成果目標 및 指標는 사업시행지침상의 (1)주민만족도 (2)신규인구 유입목

표 이외에 각 圈域의 특성을 반영한 個別 成果目標 및 指標를 추가로 설정하고 基本計劃에 반영하여

事業을 추진하고 있으며, 個別 成果目標 및 指標 중에서 住民所得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를 위한 마을圈域 所得事業은 그 意義가 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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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려 考察하고 이의 改善을 위한 차원에서 所得事業法人 設立方案을 提示하고

자 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화 하면 會社法制를 中心으로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에 適合한 會社形

態가 무엇인가에 관하여 檢討하고 開放的 法人設立을 위한 企業法制 導入方案

을 提示하고자 하는 것에 硏究의 目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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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硏究의 範圍와 方法

가. 硏究의 範圍

본 硏究는 企業法을 中心으로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이 設立段階에서 부터 人

的․物的 資源 强化를 위한 차원에서 필요한 현행 會社法制上 法人 設立形態를

檢討하고, 開放的 法人設立을 위한 企業法制 導入方案을 提示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이 硏究範圍를 構成하였다.

Ⅰ단계에서는 硏究의 背景과 目的, 硏究의 範圍와 方法으로 구성하여 全般的

인 硏究의 틀을 提示하였다.

Ⅱ단계에서는 硏究의 대상이 되는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에 대한 理論的인 考

察을 하였다. 一般農山漁村開發事業 중 마을圈域單位綜合整備事業의 所得事業法

人에 대한 槪念과 根據法令, 種類와 特徵을 살펴보고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의

經營實態와 問題點 및 先行硏究를 檢討하였다.

Ⅲ단계에서는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의 設立上 問題點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그 設立要件 및 節次를 檢討함으로써 法人 設立上 問題點을 導出하였다.

Ⅳ단계에서는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의 開放的 設立方案을 提示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단계에서는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의 開放的 設立의 必要性을 살펴보

고 企業法을 中心으로 法人 設立形態를 檢討하여 開放的 法人 設立方案과 이를

위한 法制 導入方案을 提示하였다.

Ⅴ단에서는 위와 같은 硏究過程을 통해 導出된 結論은 要約하고, 마을圈域 所

得事業法人의 開放的 設立과 所得事業 活性化를 위한 提言과 硏究의 限界點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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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硏究의 方法

현재 마을圈域單位綜 合整備事業은 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소득증대,

역량强化 등 機能別 事業으로 나누어 각 圈域別 與件에 맞게 優先順位가 높은

細部事業들을 발굴하여 추진되고 있다. 위와 같은 機能別 事業 중 소득증대 부

문에서 추진하는 所得事業은 一定條件을 갖추어 設立한 法人에 한하여 補助金과

自負擔金으로 推進되는 事業이기 때문에 所得事業 法人의 設立目的과 그 條件에

있어서 공통되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이를 기초로 하여 2012년까지 전국적으

로 400여개 圈域에서 所得事業이 추진되고 있고, 또한 각 圈域마다 1~2개 정도

所得事業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지만, 所得事業 企業體의 經營情報에

대한 閉鎖性으로 인하여 企業에 관한 具體的인 情報接近에 어려움이 있는 實情

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硏究의 대상은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에 限定시키고 事業의 根據

法令과 事業施行指針 이외에 事業의 主管部署인 농림축산식품부의 평가자료 및

정보접근이 가능한 特定圈域의 事例分析을 토대로 마을圈域 所得法人의 問題點

을 導出하였다. 그리고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에 대한 槪念이 理論的으로 明確

하게 定立되지 않았으나 관련 根據法令과 事業施行指針에 基礎하여 그 槪念을

定義하고자 하였다.

한편으로는 文獻硏究와 先行硏究, 設問調査 引用 및 現地調査를 통한 實證分析

을 토대로 從來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의 補助金 支援 對象이 되는 농어업경영

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設立된 農業法人의 種類別 特徵을 比

較檢討하고,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의 設立要件 및 節次상의 問題點을 分析하고

자 하였다.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 設立에 있어서의 問題點에 대한 代案 解決方案을 찾

기 위하여 企業法的인 接近方法으로 法人設立 形態를 檢討하였고, 특히 최근 이

슈가 되고 있는 合資組合과 有限責任會社의 特徵까지를 比較分析해 가면서 마을

圈域 所得事業의 法人設立 段階에서의 人的·物的 資源의 參與 擴大 活性化를 위

한 開放的 設立방법이 무엇인지를 提示하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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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硏究過程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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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의 一般的 考察

1.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의 意義

가. 槪 念

本 硏究의 對象은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의 共通的인 槪念에 관한 先行硏究나

아직까지 理論的으로 確立된 文獻上 定義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관한 정의를 내린다면, 廣義的으로는 2개 이상의 마을(행정리)이 共同의 所得增

大를 위하여 設立한 營利法人으로 定義될 수 있고, 協議的으로는 농림축산식품

부가 주관하여 정부가 公募事業으로 추진하고 있는 一般農山漁村開發事業의 形

態別事業 중 마을圈域單位綜合整備事業으로 지역주민의 所得增大를 위하여 一定

條件을 갖추어 設立하는 營利法人으로 定義될 수 있다. 여기에서 一定條件이라

함은 一般農山漁村開發事業 事業施行指針에 規定된 支援條件을 말하고, 이 조건

은 出資者 構成 등에 있어서 强化되고 있다.

본 硏究에서는 一般農山漁村開發事業 事業施行指針에 따른 一定條件을 갖추어

마을圈域單位綜合整備事業으로 所得事業施設 建立을 위한 補助金 支援을 받을

수 있는 協議的인 槪念의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을 硏究對象으로 한다.

나. 마을圈域 所得事業에 대한 一般的 理解

(1) 一般農山漁村開發事業에 대한 一般的 理解

(가) 事業目的 및 推進方向

一般農山漁村開發事業은 農山漁村地域 住民의 所得과 基礎生活水準을 높이고,

農村의 어메니티 증진 및 計劃的인 開發을 통하여 도시민의 농촌유입과 농산어

촌의 인구유지 및 地域別 特色 있는 發展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그리고 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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位(마을, 圈域, 읍․면, 인근도시)別로 특성에 맞게 지역개발을 추진하고 지역의

自律性과 創意性을 바탕으로 上向式으로 事業을 企劃하고 施行하는데, 구체적으

로는 地域의 力量에 맞는 事業을 선정하고 地域共同體 活性化를 위한 事業을 强化

하며, 執行 關聯法令과 事業指針, 모니터링 평가 결과를 반영해 事後管理를 强化

하는 것을 推進方向으로 하고 있다.

(나) 類型別 事業種類 및 事業內容

一般農山漁村開發事業은 事業目的과 대상지 適用範圍에 따라 읍(동)면單位 綜合

整備事業, 마을圈域單位綜合整備事業, 신규마을造成事業, 기초생활인프라정비사업

으로 분류된다.

<표 2-1> 一般農山漁村開發事業 類型別 事業種類

類型別 事業 機能別 事業

① 읍(동)면단위종합정비사업 기초생활기반 확충, 경관개선, 역량강화

② 마을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기초생활기반 확충, 경관개선, 소득증대, 
역량강화

③ 신규마을조성사업 기초생활기반 확충, 경관개선

④ 기초생활인프라정비사업 기초생활기반 확충, 경관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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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般農山漁村開發事業의 機能別 事業內容은 다음과 같다.

<표 2-2> 一般農山漁村開發事業 機能別 事業內容

事業의 種類 事業別 主要內容

① 
기초생활

기반확충

○ 지원대상 : 지역 주민이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 등

- 농촌정주 여건개선을 위한 마을내 도로, 상․하수도, 배수로, 교량, 주차장 등

-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다목적회관, 정보화시설 등

- 농산어촌의 농업소득원을 확충하기 위한 농어업기반(소규모용수개발, 경작로

확포장, 지표수보강개발 등)시설 등

- 지역사회 유지 및 도시민 유치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 등

② 경관개선

○ 지원대상 :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과 농촌다운 자연경관 유지를 위한 시설

- 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과 농촌다움을 체계적으로 유지ㆍ보전하기 위한 경관

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 등

- 농어촌지역의 불량경관의 정비를 위한 지붕․담장정비, 경관수목 식재, 마을보

호수, 민속자료 등의 정비사업

- 지역사회의 중심거점인 읍․면소재지의 체계적인 정비와 경제活性化를 위한 재

래시장 活性化 施設, 가로경관 및 간판정비 사업 등

○ 지원조건 

 - 지붕, 담장, 간판정비는 10가구 이상의 집단적인 정비사업에 한하며 시설비의 

20%는 수혜자가 부담

③ 소득증대

○ 지원대상 : 지역자원 및 특산물을 활용한 지역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시설 등

-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체험시설, 폐교임대활용, 생태학습장, 문화체

험관 등

- 지역의 농ㆍ특산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공동 농특산물판매장, 공동 소규모

가공시설, 공동 저온저장고시설, 공동 농산물선별장 등

○ 지원조건  

- 소득기반시설은 행정리(동)를 단위로 하는 공동사업(10가구 이상 法人)에 한

하여 지원, 사업비 총액의 20%는 수익자(주민) 부담

- 주민소득을 위한 소득기반시설에 소요되는 토지구입비, 건물 임차비 등은 수

익자(주민)가 부담

④ 
지역역량

강    화

○ 지원대상 :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기능별 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비 등의 부대경비, 지역마케팅, 관

계자교육, 홍보, 컨설팅, 마케팅의 소요경비 등의 지원

- 기초생활권의 기능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리더 및 주민교

육, 브랜드개발, 귀농 및 귀촌 프로그램 등의 지원

- 시군은 지역역량강화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총사업비의 3%이내에

서 ‘일반농산어촌사업지원비’를 편성하여 사업지원에 필요한 경비, 연구

비, 자문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음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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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을圈域單位綜合整備事業에 대한 一般的 理解

(가) 事業目的 및 推進方向

一般農山漁村開發事業 類型 중에서 본 硏究의 대상인 마을圈域單位綜合整備事

業의 推進目的은 生活圈․營農圈, 水利權 등의 特徵으로 인해 지역주민간 同質性

과 紐帶感을 가진 소규모의 圈域을 묶어서 해당 圈域의 특성에 맞도록 경관개

선․생활환경정비․주민역량 강화 및 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생

활터전의 유지 및 최소한의 기초생활수준을 보장하는데 있다.

마을圈域單位綜合整備事業의 推進方向은 “①동일한 생활권ㆍ영농(어)권 등으로

동질성을 가지며, 발전 잠재력이 있는 마을들을 상호 연계하여 소규모 圈域單位로

개발, ②지역주민과 지자체, 지역 내 관련 전문가 등이 적극적으로 參與하여 事業

을 추진, ③농산어촌다움을 유지 보전하는 親環境的인 開發, ④지역의 潛在資源을

特性化하여 所得增大를 통한 自立基盤 구축, ⑤持續可能한 發展을 위한 圈域發展

計劃 수립 후 추진”13)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對象地域 設定基準

마을圈域單位綜合整備事業의 對象地域은 ①「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

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別법」제3조에 의한 농산어촌지역 중 읍․면 지역,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자연환경보전법」,「농지법」,「산지관

리법」,「자연공원법」 등 타법에 의하여 개발에 제약요인이 없거나 해제가 가능

한 지역, ③동일한 생활권․영농(어)권 등으로 지역주민 간 동질성과 유대감을 가

지며, 인근 마을 간 연계로 소규모의 권역을 이룰 수 있는 지역으로 한다.

또한, 마을권역의 설정기준으로는 ①마을간 역사ㆍ문화적 배경이 동일하고, 인근

주민 간 유대감이 강하여 공동체 활동이 가능한 지역을 권역 단위로 설정14),

13)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시행지침, 2014

14) 지형적으로 임야(능선), 하천, 도로, 행정구역경계 등으로 인해 권역 구분이 가능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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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별 항목별 세부사업

기초생활

기반확충

도로교통 연결도로, 마을안길, 버스승강장, 주차장, 소형교량 등

상하수도 암반관정, 마을 상수도, 마을 하수도 등

재해대비 세천정비, 사방시설, 옹벽설치, 안전휀스, 안전시설 CCTV 등

마을정비 빈집정비, 마을재정비 등

복지시설
마을회관리모델링(공동급식시설, 복합문화공간 등), 다목적회관, 마을

도서관, 건강관리실, 마을(복지)회관, 공동그룹홈 등

문화시설 야외공연장, 향토자원 정비, 어린이놀이터 등

운동휴양 운동시설, 레포츠시설, 다목적광장, 산책로, 정자 등

소득증대
소득기반 공동 가공시설, 공동 판매장, 공동 저온창고, 다목적창고(농기계창고) 등

체험관광 마을조형물, 생태학습장, 폐교활용, 농촌체험시설 등

경관개선

마을경관 마을숲조성, 지붕정비, 담장정비, 경관수목식재 등

생태환경 생태공원, 생태하천정비, 오폐수처리시설, 대체에너지시설 등

지역경관 가로경관정비, 안내간판 설치, 간판 집단정비, 시장정비 등

역량강화

교육훈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육장비, 리더 양성교육, 선진지 견학 등

마을홍보 홍보, 마케팅, 도시민유치 프로그램, 지역축제, 홈페이지 구축  등

부대비용 경관형성계획비, 기본계획수립비, 문화재 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세부설계 등 

②주민의 개발의지가 높고, 마을개발에 대한 주민자체 결의가 이루어진 지역15),

③자연경관이 수려하고, 環境ㆍ生態資源 保存이 잘되어 있어 農産漁村 고유의 어

메니티 보존ㆍ유지가 가능한 지역16), ④인근지역에 파급효과가 커 향후 지역발전

의 주도적 역할이 예상되는 지역, ⑤인문 사회적으로 역사 문화적 특성이 같고,

주민간 공동체 활동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동질성과 유대감을 갖는 지

역17)으로 한다.

(다) 機能別 細部事業內容

마을圈域單位綜合整備事業은 機能別로 기초생활기반 확충, 소득증대, 경관개선,

역랑강화 등으로 구성되며, 機能別 細部事業內容은 다음과 같다.

<표 2-3> 마을圈域單位綜合整備事業 機能別 細部事業內容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3 一般農山漁村開發事業 추진매뉴얼)

15) 지역 발전을 위해 『圈域發展協議會』를 구성하여 新規事業性 檢討 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지자체와 주민의 개발

의지가 높은 지역

16) 친환경농업육성마을이거나 자연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있는 지역,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여 특성 있는 마을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

17) 圈域은 행정리 2개 이상에 100가구 이상으로 구성하되 주민공동체 형성이 어려운 지역을 인위적으로 권역화 하는

것은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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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變遷過程

2004년도와 2005년도의 示範事業을 거쳐 200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施行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2009년까지 균특회계18) 지역개발계정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시행되었

고, 2010년 및 2011년~2012년까지는 一般農山漁村開發事業 중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및 圈域單位綜合整備事業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여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 포괄보조

사업19)으로 시행되었고, 2013년 부터는 一般農山漁村開發事業 중 마을圈域單位綜合整

備事業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시행되고 있다. 包括補助는 중앙정부가 예산의 포괄적

용도를 정해주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事業을 設計․執行하는 방식으로서, 從來 균특

회계 지역개발계정의 200여개 細部事業을 광특회계 24개 包括補助事業으로 통합 개편

하여 事業間 重複性을 除去함으로써 지자체의 포괄보조금 豫算執行 自律 權限을 높였

다.

<표 2-4>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變遷過程

구  분 2004~2009년 2010년 2011~2012년 2013년 이후

사업명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마을권역단위종합정비

사업

예산편성
균특회계 지역개발계정

세부사업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 포괄보조사업

포괄보조사업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한도 70억원 70억 70억원 50억원

사업기간 3~5년 5년 3~5년 3~5년

18) 균특회계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약칭으로서 중앙정부에서 지역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을 말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는 1년에 5

조원 규모이다. 낙후지역 개발, 도로ㆍ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재해예방 사업지원을 위한 지

역개발사업 계정(약 4조 원),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혁신사업 계정(약 1조 원)으로 구성된다.

19) 포괄보조사업은 재원용도를 포괄적으로 지정하여 시도別로 부여된 한도 내에서 지자체 실정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설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나라는 2010년도부터 균특회계를 광특회계로

개편하고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하여 기존의 210개 지역개발계정사업을 24개 사업군으로 통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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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事業推進體系

마을圈域單位綜合整備事業의 推進體系는, 事業施行者인 시장․군수가 圈域單位

綜合整備事業 推進을 위한 基本計劃樹立, 施行計劃樹立, 事業施行, 事後管理 등 事

業 全般에 관한 事項을 遂行하며, 필요한 경우 事業의 一部 또는 全部를 한국농

어촌공사 등의 專門機關에 委託하여 施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농림축산식

품부는 기본방침 시달, 전년도 사업 부처평가(지역위 주관), 新規 事業妥當性 檢討(2차),

施行計劃變更(基本計劃 대비 국고기준 총사업비가 50%이상 변경되거나 사업면적이

50%이상 변경 또는 변경전 계획 대비 각 기능별(국고기준) 총액이 50%이상 변경, 사

업취소의 경우)에 대한 사전협의, 예산 支援,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보완대책 추진을 담

당하고, 도지사는 예산신청, 新規事業 妥當性 檢討(1차), 基本計劃 承認, 施行計劃 變

更(변경전 계획 대비 각 機能別(국고기준) 총액이 20~50%미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대

한 事前協議를 담당하며, 시장ㆍ군수는 마을圈域發展協議會20) 構成ㆍ經營, 新規事業 事

業性 檢討報告書 作成 및 事業檢討 申請, 豫算申請, 基本計劃樹立 및 承認申請(道), 施行

計劃 樹立 및 變更에 대한 承認 事前檢討, 事業施行, 事業竣工 및 精算, 施設物의 經營

ㆍ管理 등을 담당한다.

그리고 위탁을 받은 한국농어촌공사는 圈域單位 綜合整備事業 基本計劃(案)作成

등 技術支援(細部設計, 工事監理, 事後管理 등), 지역발전컨설팅, 事業施行(계획수립)

技術支援, 마을주민 敎育 支援 등을 담당하고, 마지막으로 上向式 事業의 參與主體

인 地域住民은 圈域單位綜合整備事業 推進委員會 構成ㆍ經營, 시군 마을圈域發

展協議會 參與, 新規事業 事業性檢討 申請書 作成 參與, 名譽 工事監督 參與, 施

設物 등의 維持管理, 圈域事務長 經營을 擔當한다.

20) 마을권역발전협의회는 다양한 분야의 意見收斂을 통하여 圈域의 合理的이고 體系的인 發展을 誘導하

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주민과 지역 내 전문가로 構成ㆍ經營하며 마을圈域單位 綜合整備事

業 新規事業 事業性檢討 申請書 作成을 支援하고 마을圈域單位 綜合整備事業 施行段階別 事業內容을

協議ㆍ支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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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 사업성 검토

신청서작성 및 사업신청

<시ㆍ군> ◦신규사업 사업성검토 신청서 작성[주민, 시ㆍ군]

◦사업추진여건등 조사, 권역발전협의회 구성ㆍ경영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
(1차)

<도> ◦신규사업 사업성 1차 검토(도)

  [시도 심의회 심의 및 제출→ 농식품부]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

(2차)

<중앙 심의> ◦ 신규사업 사업성 2차 검토(농식품부)

 [중앙 심의회 심의→농식품부(최종확정)]

신규 사업 반영
◦신규사업 반영[농식품부→기재부협의]

◦예산 신청[시ㆍ군→시ㆍ도→농식품부]

기본 계획 수립
<주민회의, 

권역발전협의회, 공청회> ◦기본계획 수립
 [시ㆍ군(수립)↔도(승인ㆍ보고)→농식품부(보고)]

<관련기관ㆍ부서협의>

시행 계획 수립
<고시 : 시․군> ◦시행계획수립 및 변경

 [시ㆍ군(수립ㆍ승인ㆍ보고)↔도(협의ㆍ보고)→농식품부(협의ㆍ보고)]
◦ 평가, 모니터링, 컨설팅 실시

사  업   시  행

◦추진상황 점검 및 권역발전협의회 경영

 [시ㆍ군(협의회경영)↔협의회ㆍ지역주민]

◦평가, 모니터링, 컨설팅 실시

준공검사및정산
◦사업준공검사 및 정산결과 보고

 [시ㆍ군(검사)→도(보고)→농식품부(보고)]

[그림 2-1] 마을圈域單位綜合整備事業 推進體系

(3) 마을圈域 所得事業에 대한 一般的 理解

(가) 所得事業 및 體驗事業

마을圈域單位綜合整備事業의 機能別 事業 중 所得增大事業은 圈域의 特化된 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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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경영 방법 수익금

사용처
적정여부

경영자 판매대상 취급 주재료

소득사업

외 부 인 일반 소비자 외부 구입 마을기금 등 부적정

외 부 인 일반 소비자 마을 특산물 마을기금 등 부적정

마을공동 일반 소비자 외부 구입 마을기금 등 부적정

마을공동 일반 소비자 마을 특산물 마을기금 등 적  정

체험사업

식    당

외 부 인 일반 소비자 외부 구입 마을기금 등 부적정

외 부 인 일반 소비자 마을 특산물 마을기금 등 부적정

마을공동 일반 소비자 외부 구입 마을기금 등 부적정

마을공동 일반 소비자 마을 특산물 마을기금 등 부적정

마을공동 체험객 외부 구입 마을기금 등 가  능

마을공동 체험객 마을 특산물 마을기금 등 적  정

체험사업

숙박시설

외 부 인 일반 소비자 - 마을기금 등 부적정

마을공동 일반 소비자 - 마을기금 등 부적정

마을공동 체험객 - 마을기금 등 적  정

源을 활용한 地域住民의 所得創出과 관련된 事業으로서, 이는 所得基盤施設을 造

成․經營하는 所得事業과, 體驗觀光施設을 造成․經營하는 體驗事業으로 나뉜다.

본 硏究에서는 마을圈域 所得事業의 槪念을 所得基盤施設을 造成․經營하는 所得

事業에 한정한다.

所得事業 및 體驗事業은 해당施設의 目的외 使用을 禁止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

은 施設經營 許容條件을 事業推進 매뉴얼에 規定하고 있다.

<표 2-5> 所得事業 및 體驗事業 施設 經營 許容條件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3 一般農山漁村開發事業 추진매뉴얼)

(나) 事業別 自負擔 條件

마을圈域單位綜合整備事業의 機能別 細部事業 중 지역민을 위한 福祉事業은 自

負擔이 없고, 所得事業과 體驗事業 및 景觀事業21) 중 私有 施設物에 대해서는 自

負擔이 있는데 機能別 事業別 自負擔 條件은 다음과 같다.

21) 景觀事業이란 가로수 정비, 생울타리 조성 등 마을을 보다 아름답게 가꾸는 地域景觀改善을 위해 추
진하는 마을圈域單位 綜合整備事業의 機能別 事業 중의 하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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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事業別 自負擔 條件

기능별
자부담 비율(%) 사업주체

종류
시설물 부지 경비 경영 대상

소득사업 20 100 - 주 민 소비자 가공시설, 공동판매장, 저온창고 등

체험사업 0 100 - 주 민 소비자 폐교활용, 농촌체험시설 등

복지사업 0 0 - 주 민 주 민 다목적회관, 마을(복지)회관 등

경관사업 20 - - 주 민 주 민 지붕, 담장, 간판 등 사유시설물

해외연수 - - 30 주 민 주 민 사업기간 중 권역별 10명 한도

다. 根據法令

(1) 一般農山漁村開發事業의 根據法令

一般農山漁村開發事業의 根據法令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제34조(지역개발계정사업의 세출)․제35조의2(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농산어촌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제39조(농

산어촌 거점지역의 육성)이며, 施行節次는 「농어촌정비법」 제52조(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원칙) 내지 제63조(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및 제71조(기술지원 등) 등을 準用한

다.

(2) 마을圈域單位 所得事業 法人의 設立 根據法令

마을圈域單位綜合整備事業의 所得事業法人의 法人設立 및 支援을 위한 根據法令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營農組合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의 설립) 및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동법 시행령」제10

조(조합법인에 대한 출자)․ 제9조(조합법인의 설립등기)․제11조(조합법인의 사

업)․제14조(준조합원의 자격)․제17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제18

조(농어업인 등이 아닌 자의 출자한도)․제19조(부대사업)․제20조(정관례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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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다.

그리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7항에 따라 營農組合

法人 및 營漁組合法人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民法」 중 組合에

관한 규정을 準用하는 것으로 하고, 동법 제19조 제8항에 의거하여 農業會社法人 및

漁業會社法人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商法」 중 會社에 관한

규정을 準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서는 상법상의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

자단체 및 비농․어업인이 출자하여 企業的 經營을 할 수 있는 營利法人을 設立할

수 있도록 법제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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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의 設立形態

가.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의 從來 設立形態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의 設立形態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農業人이 設立한 營利法人으로서 크게 民法上 組合의 形態인 營農組合과 商

法上 會社의 形態인 農業會社法人으로 나뉜다. 따라서 營農組合은 民法上의 組合規定

을 準用하고 農業會社法人은 商法上의 會社法을 準用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農漁業經營體는 農漁業人과 農漁業法人을 말하며, 農業法

人은 營農組合과 農業會社法人을 말한다. 그리고 「農地法」에서는 農業會社法人에

대한 農業法人 要件을 더욱 强化하여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에서 1/3 이상이 農業

人으로 구성되도록 하였다. 통상적으로는 農業法人이라 함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設立된 法人을 말하는 것으로, 農漁業經營體에 대한 정부

의 支援條件 또는 開發行爲 條件을 强化한 경우에는 농지법에서와 같이 農業人이 업

무집행권을 일정비율 가진 營農組合 및 農業會社法人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人的結合으로 組織된 營農組合은 出資 組合員이 無限責任을 지고 組合員 1인이 1표

의 議決權을 가지는 經營方式을 취하며 주로 生産을 위한 協業的 經營을 重視하는 中

小規模의 經營體에 適合하다. 한편으로 農業會社法人은 무한책임사원의 人的結合에

의해 구성된 합명회사와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人的․物的 結合에 의해 구

성된 합자회사 그리고 주주의 납입한 자본금의 物的結合에 의해 구성된 주식회사, 유

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 유한·무한 조합원의 物的․人的 結合에 의해 구성된 合資組

合으로 구성할 수 있다.

2013년 3월23일자로 개정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서에는 農業會社法人 및 漁業會社法人으로 設立할 수 있는

會社의 種類를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4종류로만 명시하고 있고, 2011년 4

월14일자로 개정된 「商法」에 신설된 有限責任會社에 관하여는 農業會社法人으로 設

立할 수 있는 회사의 種類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이는 상법의 개정이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立法 不備로 지적해 둔다. 그러므로 「商法」 분야에서 導入된 새로운 法人形

態의 하나인 有限責任會社를 從來 4가지 種類의 회사 이외에 새로운 農業會社法人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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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적합한지 여부와 함께 農業會社法人 有限責任會社의 設立에 관하여는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의 開放的 設立方案에서 檢討하고자 한다.

<표 2-7>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의 設立形態

구  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법인의 형태 조합 상법상의 회사

근거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준용법률 민법상의 조합규정 상법상의 회사법

설립가능자
농업인 5인 이상, 

생산자단체
농업인 1인 이상

기업구성 조합원, 준조합원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주주 유한책임사원

경영방식 1인 1표 1인 1표 1인 1표 1주 1표 1좌 1표

책임범위 무한책임 무한책임 무한+유한책임 유한책임 유한책임

성    격 人的결합 人的결합 物的․人的결합 物的결합 物的․人的결합

규    모 중소규모 중소규모 중소규모 대규모 중소규모

나. 農業法人 設立現況 및 經營實態

2012년 통계청의 農漁業法人 調査資料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農漁業法人은 2011년

기준으로 11,937개가 있으며, 이중 農業法人이 11,011개, 漁業法人이 926개가 있다. 農

業法人 중 營農組合法人은 8,724개로 79.2%를 차지하고 있고 農業會社法人이 2,143개

로 19.5% 一般회사法人이 144개로 1.3%를 차지하고 있는데, 農業法人의 組織形態는

營農組合法人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농어업․농어촌분야에서 一般會社法人 設

立은 감소 추세에 있으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農

業法人에서 제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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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農業法人 組織形態 및 經營중인 法人 數

法人別 組織形態別
2011년

經營중인 法人 經營중-出資者個別

計 計 11,937 1,247

農業法人

計 11,011 1,175

營農組合法人  8,724 1,084

農業會社法人  2,143    91

一般會社法人    144   -

漁業法人

계    926    72

營漁組合法人    800    72

漁業會社法人     23    -

一般會社法人    103    -

(자료 : 통계청, 농어업법인조사, 2012)

農業法人의 組織形態 및 經營중인 法人 數를 檢討해 보면 農業法人의 法人당 出資金額

평균은 274.3백만원이고, 이중 營農組合法人은 204.3백만원 農業會社法人은 534.9백만원으

로서 農業會社法人이 營農組合法人 보다 法人당 出資金에 있어서 2.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표 2-9> 農業法人 組織形態 및 經營중인 法人 數

組織形態別

2011년

出資法人數

(개)

出資金

(백만원)

現今出資

(백만원)

現物出資

(백만원)

法人當

(백만원)

計 9,629 2,658510 2,297,501 361,009 274.3

營農組合法人 7,640 1,560,834 1,364,717 196,117 204.3

農業會社法人 2,052 1,097,676   932,784 164,892 534.9

(자료 : 통계청, 농어업법인조사, 2012)

또한, 農業法人의 出資者 구성을 보면 農業人이 92.7%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으며 非農業人이 6.9%, 생산자단체가 0.4%를 차지하고 있다. 農業法人 法人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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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資者數를 보면 農業法人은 15.1명이고, 이중 營農組合法人은 14.8명, 農業會社法人은

16명으로 農業會社法人이 다소 많으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0> 農業法人 出資者數

組織形態別

2011년

法人數

(개)

出資者 計

(명)
 農業人 非農業人 生産者團體 法人當

計 9,692 146,102 135,483 10,091 528 15.1

營農組合法人 7,640 113,188 107,412 5,580 196 14.8

農業會社法人 2,052 32,914 28,071 4,511 332 16.0

(자료 : 통계청, 농어업法人조사, 2012)

農業法人의 出資者 規模別 法人 數를 보면 5~9인이 전체의 65%로 가장 많았으며 5

인 미만 16.1%, 10~49인 14.5%, 50인 이상 4.4% 순이었는데, 10인 미만이 81.1%로 대

체로 出資者 數가 적은 편이다.

<표 2-11> 農業法人 出資者 規模別 法人數

組織形態別

2011년

出資法人 數

(개)
5인 미만 5~9인 10~49인 50인 이상

계 9,692 1,562 6,296 1,404 430

營農組合法人 7,640   317 5,686 1,259 378

農業會社法人 2,052 1,245   610   145  52

(자료 : 통계청, 농어업法人조사, 2012)

農業法人의 出資規模를 보면 1억원 부터 5억원 미만이 50.5%로 가장 많았으며, 5천만

원부터 1억원 미만 19.4%, 5억원 이상이 11.8%, 5천만원 미만이 18.3% 순으로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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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의 소규모도 37.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5억원 이상의 중․대규모

투자도 다소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2-12> 農業法人 出資規模

組織形態別

2011년

法人數

(개)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1억원 미만

1억원~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計 9,692 1,772 1,881 4,899 1,140

營農組合法人 7,640 1,500 1,453 3,949   738

農業會社法人 2,052   272   428   950   402

(자료 : 통계청, 농어업법인조사, 2012)

2011년 결산 農業法人 기준으로 農業法人의 法人당 평균 賣出額은 1,675백만원으로

이중, 영업이익은 35백만원, 당기순이익은 46백만원으로 一般法人에 비하여 모두 낮은

편이다. 또한 缺損農業法人이 전체의 32%를 차지하고 결손처리액은 평균 107백만원

으로 나타나 상당수의 農業法人이 經營成果가 그리 良好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3> 農業法人 經營成果(法人當)

組織形態別

2011년

決算法人數

(개)

缺損法人數

(개)

賣出額

(백만원)

營業利益

(백만원)

當期純利益

(백만원)

缺損處理額

(백만원)

計 8,520 2,637 1,675 35 46 107

營農組合法人 6,594 1,939 1,353 23 34 77

農業會社法人 1,926 698 2,778 77 84 221

(자료 : 통계청, 농어업법인조사, 2012)

農業法人의 決算 평균 자산은 1,257백만원, 부채 768백만원, 자본 489백만원으로 나



- 27 -

타났고, 農業會社法人이 營農組合法人 보다 資産規模가 2.5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표 2-14> 農業法人 財務常態(法人당)

組織形態別

2011년

決算法人數

(개)

資産

(백만원)

負債

(백만원)

資本

(백만원)

計 8,520 1,257 768 489

營農組合法人 6,594 952 575 376

農業會社法人 1,926 2,304 1,429 875

(자료 : 통계청, 농어업법인조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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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 設立 및 經營 實態와 問題點

가. 法人 設立實態

(1)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 出資現況

「全羅南道 마을圈域單位綜合整備事業 所得事業 實態調査(2013년 5월말)」22)에 따

라 所得事業 成果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 15개소의 所得事業 法人設立 出資現況을

보면, 마을圈域 所得事業 法人設立에 있어서의 住民의 出資 參與率은 매우 낮은 수준

으로 나타났다. 所得事業 成果가 낮은 나머지 圈域은 所得事業 法人設立 參與率이 이

와 비슷하거나 더 낮은 수준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보다 많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參與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事業施行指針에 따른 정부의 施設費 支援條件의 최소 가구

수만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2010년까지는 5인 이상, 2011년 부터는 10가구 이상이 參與

하는 法人에 대한 支援條件에 맞춰 최소한으로 參與한 수준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 2-15> 全羅南道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 出資參與 現況

            出資者    

  企業
20인 이상

15인 이상

~20인 미만

10인 이상

~15인 미만

6인 이상

~10 미만
5인

法人 數 1 0 2 3 9

比重 6.7% 0.0% 13.3% 20.0% 60.0%

全羅南道 마을圈域 所得事業 法人設立을 위한 1인당 평균 出資金額은 최대 65백만

원까지 出資한 法人을 포함하여 5천만원 이상이 2개소(13.3%),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이 8개소(53.3%), 1천만원 미만이 2개소(13.3%)로 1천만원 이상의 出資金額의

86.7%를 차지하고 있어 1인당 出資金額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所得事業

法人設立에 있어서 住民參與가 不足하여 所得事業에 필요한 자금을 소수의 지역주민

22) 全羅南道가 21개 시군 81개 圈域을 대상으로 ‘13. 4. 17. ~ 5. 13일에 마을圈域單位 綜合整備事業으로

造成되어 經營하고 있는 所得事業法人에 대하여 經營實態 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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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부터만 조달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16> 全羅南道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 1인당 出資金額

       出資金額

  企業
5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1천만원 미만

法人 數 2 1 1 1 8 2

比重 13.3% 6.7% 6.7% 6.7% 53.3% 13.3%

(2) 계획수립段階에서의 所得事業 參與度

이하에서는 마을圈域單位綜合整備事業의 豫備計劃 및 基本計劃 樹立段階에서의

所得事業 參與度를 파악하기 위하여 全羅南道 관내에서 基本計劃 수립중에 있는

11개 圈域 중 임의로 추출한 화순고인돌권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文獻調査와 現場

調査를 통하여 所得事業 參與度를 分析하였다.

마을圈域單位綜合整備事業은 公募事業 선정을 위해 2차에 걸쳐 事業妥當性 檢

討를 실시하고 시․군 마다 開發潛在力과 事業 推進意志가 높은 지역을 우선 신

청하기 때문에 事業에 선정된 圈域은 開發潛在力에 있어서 圈域간의 差異가 크지

않고 所得事業 推進을 위한 事業參與 意志와 自負擔 能力도 비슷한 수준인 것으

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일정한 시기에 特定圈域의 所得事業에 대한 住民의 參與

度는 다른 圈域에 적용할 수 있는 一般的인 傾向으로서 圈域 共通의 問題點으로

인식하였다.

먼저, 基本計劃 段階에서의 事業에 대한 화순 고인돌권역의 所得事業 관련 주

민의식 설문결과23)를 分析하면, ① 所得事業에 대한 開發需要는 機能別事業에서

기초생활기반확충 및 경관개선 보다 후순위이었고, ② 所得事業에 있어서 사업분

야별 우선순위는 施設費 支援이 되지 않는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소득작목 개발이

우선시 되었고 판매 및 가공시설은 후순위이었으며, 自負擔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23) 화순군, 고인돌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설문조사 자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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圈域 住民이 自負擔 의향이 없었고 20% 정도만이 긍정적인 수준으로 自負擔 의

향이 매우 낮은 편이었다.

또한 計劃段階에서의 화순 고인돌권역 所得事業 參與度를 보면, 豫備計劃 段階에

서는 所得事業의 投資規模가 전체사업비의 10.2%, 基本計劃 段階에서는 13.2%로

다소 상향되었으나, 所得事業 비중이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편

으로 나타났고 出資者 數도 事業當 평균 10가구로 支援條件에 해당하는 최소 수

준으로 전체적으로 권역 주민의 所得事業 參與率이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표 2-17> 計劃段階에서의 화순 고인돌권역 所得事業 參與意識 分析

           참여의식

 설문응답
개발수요 소득사업 우선순위 자부담 의향

분석결과

소득증대사업은 기초생활

기반확충, 경관개선 보다 

후순위임

생산기반시설 확충, 소득

작목개발이 우선시되고

판매 및 가공시설은 후순

위임

권역 주민의 20% 정도가 

자부담 의향이 있고

대다수의 주민이 자부담 

의향이 없음

<표 2-18> 計劃段階에서의 화순 고인돌권역 所得事業 參與度

             단계

   소득사업
예비계획 기본계획 비 고

소득사업 건수 1 2 예비계획소득사업 포기

소득사업 투자규모 500백만원 650백만원 자부담 포함

소득사업 비중 10.2% 13.2%
전체사업비 

4,800백만원(보조)

건당 평균 출자자수 10 10

1인당 평균 출자예상액 10백만원 6.5백만원



- 31 -

나. 經營實態

(1) 마을圈域 所得事業 推進現況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의 經營 및 參與 實態에 관한 전국적인 통계자료는 없고 정

보접근의 閉鎖性으로 인하여 조사의 한계가 있으나, 全羅南道가 전국에서 마을圈域單

位綜合整備事業을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고 마을圈域 所得事業은 사업추진 매뉴얼에

따라 계획 및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支援條件, 法人設立 形態, 事業分野, 經營者 등에

있어서 공통적인 經營條件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정보접근이 가능한 全

羅南道의 마을圈域 所得事業 實態調査 자료를 참고로 하여 經營實態를 分析하고 問題

點을 導出하고자 한다.

2013년 상반기에 실시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마을圈域單位綜合整備事業 所得事業

實態調査” 에 따라 全羅南道에서 21개 시․군 81개 권역(13년 11개 권역은 基本計劃

수립 중으로 제외하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완료권역 25개 권역과 2010년부터 2012년

까지 추진 중인 56개 권역)을 대상으로 所得事業 實態調査를 實施하였다. 全羅南道 所

得事業 實態調査 結果에 따르면, 2013년 5월말 현재 所得事業 推進現況은 21개 시․

군 43개 권역에서 총 135건의 所得事業 중 완료 59건, 추진중 15건, 준비중 61건, 소

득사업 없음 6건이었다.

全羅南道 81개 圈域에는 2012년까지 총사업비 2,764억원(국비 1,992, 도비 33, 시

군비 739) 투자되었고, 2013년 11개 圈域 新規事業 추진을 위한 총사업비는 351억

원(국비)이 확보되었으며, 2~7개 마을(행정리)을 대상으로 보면 圈域당 평균적으로

4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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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9> 全羅南道 圈域 所得事業 市郡別 推進現況 (2013.5월말 기준)

시 군
(圈域)

所得事業 現況 所得
事業
없음

시 군
(圈域)

所得事業 現況 所得
事業
없음계 완료 추진중 준비중 계 완료 추진중 준비중

계
(43) 135 59 15 61 6 장흥

(5) 6 6

여수
(2) 5 1 4 강진

(2) 10 4 6

순천
(2) 4 1 1 2 해남

(4) 6 1 5

나주
(4) 6 2 3 1 영암

(5) 6 2 1 3

광양
(6) 8 4 1 3 무안

(1) 2 2

담양
(3) 6 2 4 함평

(5) 10 7 1 2 1
주포

곡성
(5) 12 6 6 영광

(3) 5 1 1 3

구례
(5) 7 4 1 2 장성

(4) 7 7
2

햇살
삼서

고흥
(4) 5 2 3 1

안남
완도
(6) 10 6 4

보성
(3) 3 3 1

오봉
진도
(5) 4 1 3 1

죽림

화순
(4) 6 2 4 신안

(3) 7 3 1 3

(자료 : 全羅南道, 圈域 所得事業 實態調査 결과, 2013)

全羅南道 81개 圈域의 135개 所得事業 施設類型을 보면, 농산물가공(34.8), 체험

관(18.5%), 축산사업(7.4%), 판매시설(5.9%) 등의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2-20> 全羅南道 圈域 所得事業 施設類型 (2013.5월말 기준)

사업별 개소수 사업별 개소수

계 135 체험관 25

축산사업 10 방앗간 4

농산물가공 47 판매시설 8

수산물가공 10 찜질방,민박,음식 7

저온저장고 10 장류사업 10

버섯재배사업 4 여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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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 經營實態

“全羅南道 마을圈域單位綜合整備事業 所得事業 實態調査 結果”에 따르면 2005년도

부터 2012년까지 81개 圈域에서 所得事業으로 135개 事業이 추진중이고, 완료 59개소

(44%), 추진중 15개소(11%), 준비중인 사업이 61개소(45%)인 것으로 나타났다.

事業을 완료한 59개소 중 事業施設物 竣工 후 經營 초기상태에 있어서 圈域經營

基金을 未納하고 있는 23개 所得事業은 제외한 36개 所得事業에 대한 賣出額 規模,

投資規模 및 총자본회전률24)을 實態調査 자료로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分析하였다.

먼저, 全羅南道 마을圈域 所得事業 賣出額 規模를 보면 최대 30억원 이상의 실적을

올린 法人經營體도 1개소가 있는 반면에 매출액이 전혀 없는 法人經營體도 4개소

(11.1%)나 있었고,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 8개소(22.%)이었으며, 1억원 미만이 25개

소(72.2%)로 대부분을 차지함으로써 전체적으로 所得事業 賣出額이 매우 저조하게 나

타났다.

<표 2-21> 全羅南道 마을圈域 所得事業 賣出額 規模 (2013.5월말 기준)

       매출액

 기업
3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미만 매출액 없음

법인 수 1 0 0 1 8 21 4

비중 2.8% 0.0% 0.0% 2.8% 22.2% 61.1% 11.1%

다음으로, 全羅南道 마을圈域 所得事業의 投資規模를 보면 최대 20억원 이상이 2개

소(5.6%)가 있는 반면에 5천만원 미만도 1개소(2.8%)가 있었고, 1억원 이상 5억원 미

만이 16개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를 종합해 보면, 10억 이상의 比較的

대규모 投資規模가 8개소(22.3%),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중간규모 投資規模가 11

개소(30.6%), 5억원 미만의 소규모 投資規模가 17개소(47.2%)로써, 전체적으로 所得事

業 投資規模는 中小規模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24) 총자본회전율은 연간 매출액을 총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투자의 효율성과 유동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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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 全羅南道 마을圈域 所得事業 投資規模 (2013.5월말 기준)

       투자액

기업
20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5천만원 미만

법인 수 2 1 5 11 16 0 1

비중 5.6% 2.8% 13.9% 30.6% 44.4% 0.0% 2.8%

總資本回轉率은 投資의 效率性과 流動性을 판단할 수 있는 指標로 활용되는데, 全

羅南道 마을圈域 所得事業의 총자본회전률을 보면, 1.0 이상이 2개소(5.6%), 0.1이상

0.5미만이 23개소(63.9%), 0.1미만이 10개소(27.8%)로써, 전체적으로 총자본회전률이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2-23> 全羅南道 마을圈域 所得事業 총자본회전률 (2013.5월말 기준)

       총자본회전률

 기업
2.0 이상

1.5 이상

~2.0 미만

1.0 이상

~1.5 미만

0.5 이상

~1.0 미만

0.1 이상

~0.5 미만
0.1원 미만

법인 수 0 1 1 1 23 10

비중 0.0% 2.8% 2.8% 2.8% 63.9%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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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規模 투자規模

총자본회전률

[그림 2-2] 全羅南道 마을圈域 所得事業 經營實態

다. 問題點

(1) 法人設立 段階에서의 問題點

이상에서 살펴 본 마을圈域 所得事業의 法人設立 段階에서 나타난 주요 問題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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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것들이 지적된다.

(1) 총사업비의 80%를 정부가 보조함에도 불구하고 自負擔金 20%에 대한 出資 參與

率과 出資金額이 낮아서 所得事業 추진을 위한 法人設立 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점

(2) 法人設立시 總出資金 規模가 작아서 總出資金 중에서 自負擔金을 제외하면 所得事

業施設 준공 후 經營을 위한 運轉資金이 不足하다는 점

(3) 法人設立시 마을圈域單位綜合整備事業의 事業對象地 範圍 안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에 의한 內部 出資者 數가 적어서 營農組合法人의 경우에는 出資者 간의 노동력이

나 기술의 공유와 협력을 통한 協業的 經營이 어렵고, 農業會社法人의 경우에는 外

部로부터의 專門人力 確保나 追加 所要資金 調達을 통한 企業的 經營이 어렵다는

점 등이다.

一般 農業法人에 관한 2012년도 통계자료와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에 관한 2013년

5월 조사자료를 참고로 하여 一般 農業法人과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의 法人設立 形

態를 比較分析한 결과, 法人당 出資者 數에 있어서는 一般 農業法人은 15인이고 마

을圈域 所得事業法人은 8인으로 一般 農業法人이 2배 정도 많은 수준이었고, 法人당

出資金에 있어서는 一般 農業法人이 274백만원이고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이 142백만

원으로 마찬가지로 一般 農業法人이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 보다 2배 정도 많은 수준

으로 나타나 出資者數와 出資金에 있어서 一般 農業法人과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 간

에 많은 差異를 보였다.

<표 2-24> 一般 農業法人과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의 法人設立 形態 比較

  구  분 一般 農業法人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

組織形態 營農組合法人, 農業會社法人 營農組合法人, 農業會社法人

 出資者數(法人當) 15인 8인

出資金(法人當) 274백만원 142백만원

(2) 經營상 問題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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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經營上의 주요 問題點으로는, 무엇보다도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 대부분

의 총자본회전율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投資施設에 대한 效率性과 流動性이 매우 不

足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따라서 事業의 賣出成果가 낮은 일부 圈域은 圈域基金 납부

이행에 소극적인 問題點도 야기되고 있다. 여기에서 分析한 마을圈域 所得事業의 총

자본회전률에 있어서의 총자본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시설비의 20%인

자부담금의 합계로 산출하였으며, 기타 운전자금 등 추가 투자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

기 때문에 이를 포함할 경우에는 실제로 총자본회전률은 더욱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

一般 農業法人에 관한 2012년도 통계자료와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에 관한 2013년

5월 조사자료를 참고로 하여 양자의 총자본회전률을 比較 分析한 결과, 一般 農業法

人의 총자본회전률은 1.33(2011년 기준)이었고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은 0.33(2013년

기준)이었는데, 이것으로 一般 農業法人이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 보다 총자본회전률

이 4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마을

圈域 所得事業法人이 一般 農業法人 보다 투자의 효율성과 유동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여기에서 一般 農業法人 통계자료에는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

도 포함되어 있으나 그 비중이 10% 미만으로 작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본 硏究에서는 그 影響을 무시하였다.

<표 2-25> 一般 農業法人과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의 총자본회전률 比較

  구  분 一般 農業法人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

총자본회전률 1.33 0.33

법인당 총자본 1,257 784

법인당 매출액 1,675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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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先行硏究 檢討

本 硏究에서와 같은 一般農山漁村開發事業 중 마을圈域單位綜合整備事業의 所得事

業을 活性化하기 위한 法人設立 方案에 관한 직접적인 硏究는 아직까지는 없다. 그러

나 낙후된 농산어촌을 보다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一般農山漁村開發事業에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매년 투입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所得增大를 위한 마을圈域

所得事業을 活性化할 수 있는 方案에 관한 硏究는 향후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하에서는 硏究와 관련된 先行硏究 檢討로서 크게 一般農山漁村開發事業을 포함한

農村地域開發에 관한 硏究와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과 관련하여 農業法人 및 會社 設

立에 관한 硏究를 檢討해 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최근 改正 商法에서 導入한

새로운 企業形態인 合資組合 및 有限責任會社 관한 硏究도 병행하여 檢討하고자 한다.

먼저 改正 商法에서 새롭게 導入한 有限責任會社와 관련하여 서성호(2012)는

「企業法講義(∐)」에서 “有限責任會社를 새롭게 人的會社와 物的會社의 중간적

인 회사로 구분하여 취급하였다25)". 김지학(2012)는 ”有限責任會社의 法的 問題點

에관한 硏究“에서 유한회사제도와 유한책임회사 제도의 통합 方案을 提示하였다.

農村地域開發事業과 관련한 국내 硏究動向은 住民參與에 관한 硏究, 事業 活性

化方案에 대한 硏究, 리더십에 관한 硏究 등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

저 住民參與에 관한 硏究로는, 정명희․김재원․박대현(2011)은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 圈域 주민들의 參與度를 分析하고 活性化 方案을 導出하였는데, 이 硏究에

서는 주민들의 事業에 대한 인지도와 參與度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선경

(2012)은 전남 함평지역을 중심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 事業의 住民參與 行態와

IPA 分析을 하였다. 허주열․이성근(2009)은 경상북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지구

를 중심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住民參與 特性에 관한 硏究”를 하였고, 윤현

석(2007)은 마을單位 綜合開發事業에 있어서 住民參與 提高方案에 관하여 硏究하였다.

25) 有限責任會社는 人的會社의 類型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物的會社의 類型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제

기되고 있는데, 유한책임회사는 法制의 체계적인 점에서는 人的會社에 편재되어 있으나 대외적인 책임과 관련

해서는 物的會社에 속하는 形態로 완성되어 있으므로 어느 한쪽에 편재시키려 하기보다는 새롭게 人的會社와

物的會社의 중간적인회사로 구분하여 취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서성호, 企業法講義(∐), P20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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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진ㆍ김진모(2004)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住民參與 方法을 硏究하여 活

性化 方案을 導出하였고, 김혜민(2006)은 산청 남사마을을 중심으로 농촌마을개발

사업의 전개와 住民參與에 관한 硏究를 하였다.

다음으로 事業 活性化方案에 관한 硏究로는, 채종훈(2010)은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의 評價指標인 所得增加를 통하여 事業施行이 國民經濟에 미치는 波及效果를

分析한 결과 직ㆍ간접적인 생산유발 효과는 물론 고용창출 효과도 높아 국내 경

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밝혀냈다. 방길현(2008)은 전남의 농촌

마을종합개발사업을 마을만들기사업 活性化 方案으로 硏究하였고, 조진상(2009)은

所得事業을 중심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成果와 問題點을 分析하였다. 그리

고 리더십에 관한 硏究로는, 문효빈(2008)은 농촌지역 리더들이 지각한 리더십 효

과성과 역량요소간의 關係性에 관하여 硏究하였고, 신민경(2007)은 농촌마을종합

개발사업 施行圈域을 대상으로 주민이 지각한 농촌지역개발 지도자의 리더십 類

型과 住民參與간의 관계를 實證的으로 糾明하였다.

이처럼 농촌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先行硏究에서와 같이 住民參與, 事業活性化,

리더십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硏究가 진행되었으나 사업모델의 역사

가 짧아서 아직까지는 理論的인 基盤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주관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하여 從來 中間評價와 完了評價가 이루어졌고, 事業成果에

대하여 圈域 및 機能別 事業에 따라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평가결과가 나와 있

으나 이것으로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향후 마을圈域單位綜合整備事業

1,000개소의 성공적인 육성을 목표로 더 많은 硏究를 통해 改善된 方向으로의 推

進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과 관련하여 農業法人 및 會社 設立과 育成에

관한 硏究를 살펴보면, 김배정(2010)은 農企業 育成에 관한 法的 硏究를 하였는데,

이 硏究에서는 특히 營農組合法人을 民法上 組合規定 이외에 商法上 匿名組合規定을

準用함으로써 營農組合法人의 적극적인 企業活動을 沮害하는 制約性을 줄이는 方案을

提示하였다. 최홍은(2007)은 農業協同組合의 事業에 관한 法的 硏究에서 農業協同組合

中央會의 적극적인 商人性을 인정할 必要性과 다른 法人에의 出資제도의 취지를 살리

는 方案을 硏究하였다. 이형규(2012)는 有限責任會社의 法的 問題點에 관한 硏究에서

업무집행사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회사의 연대책임, 물적책임의 대외적인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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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와의 이중적인 구조 등의 問題點을 提示하였다. 정의진(2009)은 中小規模의

企業을 위한 有限責任型 會社制度에 관한 硏究에서 특히 有限責任會社의 二重過歲에

대한 問題點을 提示하고 活性化를 위한 制度改善 方向을 提示하였다. 황학천(2012)은

2011년 改正商法上의 合資組合과 有限責任會社에 관한 硏究에서 합자조합과 유한

책임회사의 問題點과 단기․중장기적인 改善方案을 提示하였다. 김진목(2011)은 개

정상법의 새로운 共同企業 形態에 관한 硏究(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를 중심으

로)에서 合資組合 및 有限責任會社의 意義와 問題點 및 立法上의 改善方向을 提

示하였다.

따라서 本 硏究에서는 마을圈域單位 所得事業法人의 活性化를 위하여 開放的

設立方案을 提示하는데 의미를 두고자 한다. 그리고 이번 硏究에서 중점을 둔 마

을圈域 所得事業法人의 設立 및 經營實態 分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외부로부터의 人的․物的資産을 容易하게 擴充하기 위한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

의 開放的 設立方案 硏究는 아직 先行되지 않아 본 硏究가 이 분야에 있어서 최

초라는 점에 의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 41 -

Ⅲ.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의 設立上 問題點

1. 設立要件 및 節次 檢討

가.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의 設立要件 檢討

一般農山漁村開發事業 중 마을圈域單位綜合整備事業의 機能別 事業 중의 하나인 마

을圈域 所得增大事業은 經濟的인 部分에서 지역민에게 實質的인 惠澤을 줄 수 있는

核心事業으로서 여기에는 所得基盤事業과 體驗觀光事業이 포함된다. 所得基盤事業은

지역 농특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가공․저장시설 등 所得基盤施設의 造

成을 통한 所得增大事業이며, 體驗觀光事業은 圈域의 多樣한 資源을 활용한 農村觀光

附加價値 創出을 위한 體驗觀光基盤施設의 造成을 통한 所得增大事業이다. 所得基盤

事業은 圈域내 거주하는 일정 수의 지역주민이 參與하여 設立한 農業法人에서 부지와

시설비의 20%를 부담하는 條件으로 支援되며, 體驗觀光事業은 體驗觀光基盤施設 造成

을 위한 부지(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건물임차비 포함)를 부담하는 條件으로 支

援된다. 본 硏究의 대상이 되는 마을圈域 所得事業은 所得基盤事業을 말하며, 體驗觀光

事業에 대해서도 부가적으로 檢討하고자 한다. 所得基盤事業의 支援基準은 共同所得法

人 出資者數 擴大와 1인 出資限度, 마을(행정리)26)單位 共同事業 導入 등을 통해 주민

공동의 參與를 强化하는 방향으로 관련 事業施行指針이 改正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支

援條件과 變遷過程은 <표 2-26>과 같다.

또한, 體驗觀光事業의 支援기준은 體驗觀光基盤施設 造成을 위한 부지를 2012년까지

는 임대차에 의한 확보도 支援이 가능했으나 2013년도부터는 매입으로 확보한 경우에

만 支援이 가능하도록 하여 體驗觀光基盤施設 支援條件을 强化하고 있다. 體驗觀光事

業을 經營하기 위한 組織의 主體는 圈域 주민을 대표하여 組織된 圈域 經營委員會 또

는 經營法人이며, 마을圈域單位綜合整備事業의 초창기 모델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26) 행정리(마을)는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설정하는 최소한의 구역으로서 행정리(마을) 대표인 이장이 선임되어 있

고, 법정리는 지번부여의 기본이 되는 최소단위 구역을 말한다. 예를들어 가정리는 법정리이고 가정1리, 가정2리

는 행정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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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施設을 經營하기 위한 組織形態로서 주로 권역 운영위원회가 주체가 되었으나 근

래에는 운영위원회와 별도 또는 통합적으로 運營法人이 設立되어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設立되

는 營農組合法人이나 農業會社法人의 法人設立을 위한 一般的인 要件 이외에 所得基

盤事業 施設 조성비를 보조(현재까지는 시설비의 80%를 보조 支援함)받기 위하여 필

요한 特殊한 設立要件을 갖추어야 한다.

<표 3-1>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의 特殊한 設立要件(支援條件) 變遷過程

구  분 2004~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이후

사업명칭
농촌마을종합

개발사업

농촌마을종합

개발사업

권역단위종합

정비사업

권역단위종합

정비사업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설

립

요

건

⁀
지

원

조

건

‿

공통 시설비의 20% 자부담, 사업부지는 수익자 전액 부담

자

부

담

기

준

마을주민 공동 (5

인 이상이 결성

한 법인격있는 

전문생산자조직) 

소득기반시설

마을주민 공동(5

인 이상이 결성

한 법인 및 전문

생산자조직) 

소득기반시설

행정리(동)를  

단위로 하는 공

동사업(10가구 

이상 법인, 어촌

계 등) 등에 한

하여 지원

행정리(동)를 단

위로 하는 공동사

업(10가구 이상 

법인)에 한하여 

지원,

참여가구 전체 공

동부담, 1인 30% 

이상 출자 금지

행정리(동)를 단

위로 하는 공동사

업(10가구 이상 

법인)에 한하여 

지원,

참여가구 전체 공

동부담, 1인 30% 

이상 출자 금지

특이사항

참여인원수 기준, 

비닐하우스 등 

내구연수 10년 

미만 시설 지원 

제외(2009년) 

참여인원수 기준

행정리(동)단위,

참여가구수 기준,

공동참여 强化

출자한도 규정

출자한도 규정,

유리온실, RPC, 

소형정미소 등 

지원 제외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의 特殊한 設立要件을 檢討해 보면, 최근에는 出資者의 지

역적인 範圍, 出資者 數, 最大 出資者의 支分限度 등에서 設立要件이 强化되고 있다.

이와같이 特殊한 設立要件 즉, 支援條件을 强化하는 것은 마을圈域 내에 있는 주민

들 다수의 參與를 유도하고 소수에 의한 經營獨占 또는 私有化를 막기 위한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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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 5호에 ‘생산자단체’는 농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

거나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

성한 法人格이 있는 專門生産者 組織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要件

을 갖춘 단체를 포함하고 있으나, 부령이나 고시에 이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43호(2013.5.16.)에 專門生産者 組織으로 된 생산자단체는 농어업인 5명 이상과 자본금 1

억원 이상이 出資된 農業法人임을 명시하고 있다.

만, 이는 從來 보다 마을圈域 所得事業 發掘 및 法人設立을 더욱 어렵게 하는 要因

으로도 作用하고 있다.

<표 3-2>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의 特殊한 設立要件 檢討

구  분 2004~2010년 2011년 2012년 이후

事業名稱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特殊

設立

要件

組織形態
法人格 있는 

專門生産者 組織27)

共同事業者

(法人, 漁村契 등)
法人

出資者 地域範圍 圈域 內部 圈域 內部 圈域내 行政里(洞)

出資者 資格 마을주민 마을가구 마을가구

出資者 數 5인 10가구 10가구

出資 制限 - - 1인 30% 이상 出資 禁止

檢

討

組織形態

農業인 5인 이상  + 

營農組合法人

(農業會社法人)

營農組合法人

農業會社法人

어촌계, 새마을회

營農組合法人

農業會社法人

特  懲

 - 法人設立 容易

   (내부 농업인자본가 출자용이)

 - 소수의 독점경영 가능성

  - 法人設立 容易

    (마을주민 전체 出資 가능)

  - 단체명의 소유권등기 가능

  - 法人격없는 단체의 

    권리능력 限界

 - 法人設立 어려움

   (出資者 地域範圍 축소,    

    내부 자본가 出資 불리)

 - 마을단위 결속력 强化

 - 공동의 經營 및 所得分配에 유리

限  界
 - 外部出資 不可

   (法人의 人的․物的자산의 限界)

  - 外部出資 不可     

   (法人의 人的․物的자산의 限界)

  - 外部出資 不可

   (法人의 人的․物的자산의 限界)

問題點

 - 내부의 자본력 ․ 경영능력 부족

 - 공동소득효과 미흡    

 - 공동법인의 사유화 위험

 - 내부의 자본력 ․ 경영능력 부족

 - 法人격없는 단체의 組織力 및 

   成果 미흡

 - 내부의 자본력 ․ 경영능력 부족

 - 좁은 지역범위에서 人的․·物的

   자산 확보가  더욱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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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의 設立節次 檢討

마을圈域單位綜合整備事業의 所得事業으로 추진하는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의

體系的인 設立節次는 明示되어 있지 않으나, 事業選定을 위한 平價指標 또는 事

業推進 매뉴얼상에 각 推進段階별로 明示的 또는 實務的으로 要求되고 있다. 먼

저 사업준비 및 공모신청 단계와 공모사업 선정 후 基本計劃 樹立段階에서는 法

人設立 및 出資 確約書를 요구하고 있고, 다음으로 實施設計 및 事業施行 段階에

서는 法人을 設立하고 出資金에서 自負擔金을 시설공사 착공 전에 지정계좌에 입

금하는 節次로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施設 竣工 후에는 마을圈域 所得事業 施設

物을 시․군의 예산편성에 따라서 지자체장 또는 法人名義로 등기하는 節次를 거

친다.

[그림 3-1]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의 設立節次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은 사업준비段階에서부터 준공 후 法人經營段階까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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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人에 대한 出資 및 經營 參與者는 圈域내 행정리(동) 單位의 마을주민들만 가

능하기 때문에 圈域 밖의 外部 出資者나 經營專門家를 영입할 수 없다는 限界點

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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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從來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의 特徵과 適合度 檢討

가. 從來 所得事業法人의 設立形態別 特徵

從來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은 設立形態에 따라 營農組合과 農業會社法人이 있으며

農業人이 주체가 되어 設立하는 農業法人이면서 農業經營體에 속한다. 그리고 法人形

態別로 設立目的, 出資者․責任 등에 있어서 매우 다른 特徵을 가지고 있다. 어업인이

設立主體가 되는 營漁組合 및 漁業會社法人은 각각 營農組合 및 農業會社法人과 법률

적 성격이 같으므로 硏究對象에서 생략한다.

<표 3-3>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의 設立形態別 特徵

구  분 營農組合 農業會社法人

法人의 形態 組合 商法上의 會社

準用法律 민법상의 조합규정 상법상의 회사법

設立目的 協業的 經營 企業的 經營
設立可能者 農業人 5인 이상, 생산자단체 農業人 1인 이상

非農業人의

出資

農業人 자체자금 위주

준조합원가입을 통한 자금조달

도시자본의 조달가능

非農業人의 투자한도: 總出資額의 90%

設立資本金
農林事業 支援을  받기 위하여

서는 1억원 이상
좌  동

經營意思決定 
합의체에 의한 의사결정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움

최대주주의 경영권행사가 가능하여 

신속한 의사결정가능

株主의 責任
조합의 재산으로 채무상환 불능

시 개별조합원이 책임부담

합명: 무한책임

합자: 유한 및 무한

유한: 유한책임

주식: 유한책임

適合한 事業의 

形態

1.작물생산, 공동선別, 저장, 
공동출하에 유리

2.마을단위의 농가체험,관광  
등에 유리

3.법인 이익창출 보다는 조합
원 이익 위한 조직

4.국고보조사업,작물생산과 같
이 위험이 낮은 사업형태에 
적절

1.매취事業, 축산업과 같은 
위험事業에 유리

2.주식회사 명의로 농지취득 가능

3.전통식품가공, 비료 등의 농자
재생산업에 유리

4.專門經營人의 導入이 필요한 事業

5.都市資本의 調達이 필요한 事業

非農業人 任員 

選任  
非農業人의 임원 선임 불가

임원 과반수 이상이 農業人, 

대표이사가 農業人일 것

粗細部擔 法人稅 및 所得稅 감면 法人稅만 감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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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適合度 檢討

마을圈域 所得事業은 圈域 주민들이 共同으로 圈域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활

용하여 가공․유통․판매 등을 통한 附加價値를 創出함으로써 所得增大를 도모하는

것을 目的으로 추진하는 事業으로서 協業的 生産 보다는 企業的 經營이 요구되는 特徵

을 가지고 있다.

從來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으로 設立되고 있는 營農組合과 農業會社法人 株式會

社에 대한 마을圈域 所得事業에의 適合度를 檢討한 결과, 營農組合은 마을圈域 所得

事業을 위한 경영체로서 불리한 組合形態이고 農業會社法人은 마을圈域 所得事業을

경영체로서 보통수준의 法人形態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從來의 所得事業法人 形態에 있어서는 營農組合 보다 農業會社法人 株式會

社가 마을圈域 所得事業에 상대적으로 適合하고 有利한 法人으로 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檢討하면, 營農組合은 생산 위주로 農業인 出資者간의 小規模․協

業的 經營에 적합한 形態로서 주민 出資者數, 주민 經營參與, 주민 業務協力 등에 있

어서는 유리한 반면에, 出資者 數, 事業目的 附合性, 法人設立 容易性, 意思決定 迅速

性, 出資者 責任, 住民 出資金額, 非農業人 出資, 專門經營人 導入, 支分의 相續性 등

에 있어서 農業會社法人 보다 企業적 經營이 요구되는 마을圈域 所得事業을 하는데

不利하게 作用되고 있다. 그리고 營農組合이나 農業會社法人 株式會社는 모두가 圈域

외부인의 出資參與 및 經營參與에 있어서는 현재 一般農山漁村開發事業 事業施行指針

상 불가하므로 圈域 外部로부터의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에 物的․人的 資源을 확충

할 수 없는 限界點을 가지고 있다. 현재까지는 마을圈域에서 주민의 協業的 役割이

중요한 體驗觀光事業에는 營農組合이 運營主體로서 선호되고, 企業的 經營이 중요한

所得基盤事業에는 農業會社法人 株式會社가 選好되는 傾向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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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法人 設立形態別 마을圈域 所得事業에의 適合度 檢討

구  분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

營農組合 農業會社法人 株式會社

適合度

사업목적 부합 ▲ ●

의결권 수용 ● ▲

의사결정 신속 X ●

출자자 책임 X ●

주민 츨자자수 ● ▲

주민 출자금액 ▲ ●

주민 경영참여 ● ▲

주민 업무협력 ● ▲

비농업인 출자 ▲ ●

전문경영인 도입 X ●

지분의 상속성 X ●

限界點
외부인 출자 X X

외부인 경영참여 X X

選好度

목표 사업분야 體驗觀光事業 所得基盤事業

주요 선호이유

- 소자본 出資者의 協

業的 經營 중시

- 資本보다 人的協力  

중요

-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 자본유입과 專門經營人에 

의한 企業的 經營 중시

- 資金力과 經營能力 중요

- 유한책임

주요 회피이유

- 무한책임(기대수익 

대비 책임이 큼)

- 신속한 의사결정 불리

- 出資金額에 비례한 의사

결정 방식에 거부감

- 企業組織의 복잡성

  (營農組合法人 形態도 

   많이 활용됨)

선호 수준 낮음 보통

檢討結果 綜合
마을圈域 所得事業에 

불리한 法人形態임

마을圈域 所得事業에 

보통수준의 法人形態임

(●:양호, ▲:보통, X: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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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問題點 分析

가. 設立 要件 및 節次上의 問題點

마을圈域 所得事業의 法人設立을 위해서는 營農組合이나 農業會社法人 등 法人

의 組織形態에 따른 一般的인 法人設立 要件과 함께 시설비 支援을 받기 위한 特

殊한 設立要件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圈域 外部人의 出資를 許容하지

않고, 圈域 內部人의 出資要件도 强化하는 등 事業推進 매뉴얼상에 支援對象 設

立要件을 强化함으로써 資本力에 限界가 있는 지역주민들이 新規 所得事業을 推

進하는데 필요한 出資者와 出資金을 容易하게 確保하지 못함으로써 計劃段階에서

부터 所得事業 發掘과 이를 推進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法人設立 節次上의 問題點으로는, 豫備計劃과 基本計劃 段階에서 수립된

所得事業計劃들이 施設物 造成工事를 추진하는 施行段階에서 부터 自負擔金을 실

질적으로 확보하지 못하여 所得事業을 變更 또는 抛棄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全體

的인 事業推進 日程이 遲延되는 問題點도 속출하고 있다. 그리고 所得事業 施設

竣工 후 經營段階에서도 圈域 外部人이 出資하거나 經營에 參與할 수 없는 閉鎖

的인 法人 設立形態로 인하여 所得事業 成果가 未洽하고 活性化하는 데도 限界가

있다.

따라서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의 競爭力있는 企業設立을 통한 事業 活性化를

위해서는 위와 같은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의 設立要件과 設立節次상의 問題點

에 대한 改善方案이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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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體驗觀光事業은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事業 중 自負擔金이 없는 100% 補助事業으로 시

행되는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事業의 하나로서 본 硏究의 대상에서는 기본적으로 제외

하였으나, 事業分野와 法人設立形態에 따른 種類別 比較檢討를 위하여 부분적․부가적으

로 檢討한다.

29) 農漁業經營體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른 農業經營體와 漁業經營體

를 말하며 農業經營體는 農業人과 農業法人, 漁業經營體는 漁業人과 漁業法人으로 나뉜다.

農業法人에는 營農組合法人과 農業會社法人이 있다.

나. 從來 法人 設立形態에 따른 問題點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의 從來 法人 設立形態에 따른 問題點은, 目標 事業分野와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法人 設立形態가 수요자의 選好度와 不一致함으로써 활발

한 所得事業法人 設立에 障碍로 作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問題點을 더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먼저 體驗觀光事業28)은 지역주민의 노동력과 노하우 제공을 통한 다

양하고 특색있는 體驗觀光프로그램의 經營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공유하는 農村觀

光分野의 事業으로서 物的資産 보다는 보다 많은 지역 주민들의 參與를 통한 人的資

産의 확보가 중요하다. 그러나 體驗觀光事業을 위한 法人設立形態로 營農組合은 出資

者 주민이 企業의 채무에 대하여 無限責任을 지고 合意에 의한 意思決定 方式으로 신

속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불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또

한 體驗觀光事業을 위한 法人設立形態로서 農業會社法人은 出資者 간의 긴밀한 협력

을 요구하는 事業性格과 物的 資産을 重視하는 法人性格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더욱

導入하기 어려운 形態로 본다.

다음으로 所得基盤事業은 마을圈域의 농특산물의 가공․유통․판매 등을 통한 附加

價値를 創出함으로써 지역주민의 所得增大를 圖謀하고자 추진하는 事業으로서 適正規

模의 施設投資와 運轉資金을 위한 物的 資産의 確保가 매우 중요하며, 아울러 專門經

營을 위한 人的 資産의 確保도 중요하다. 이러한 目的으로 활용되고 있는 從來 農業

會社法人은 商法上 會社와 접목하여 農業人이 外部로부터의 物的․人的 資産의 確保

를 容易하게 하기 위해 導入한 農業法人 設立形態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農業會社

法人은 農業人이 주체가 되는 農業企業으로서의 성격과 商法上의 會社로서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가진 農業經營體29)이다. 農業會社法人에는 商法上의 會社의 種類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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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業會社法人 합명회사․합자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로 나뉘며 一般的으로 農業會

社法人 株式會社의 形態가 企業現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商法上 會社形

態 중 株式會社가 가장 익숙하고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一般的으로 農業會社法人은

“農業會社法人 株式會社”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 등 企業組織의 複雜性과 함께 出資金에 비례한 意思

決定方式은 共同體 價値를 重視하는 農村地域의 권역 주민들에게는 情緖的으로 拒否

感을 주기 때문에 全體的으로 農業會社法人 株式會社의 法人設立形態는 크게 선호되

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問題點들 때문에 營農組合의 形態가 現場에서는 보다 더 活

用되고 있다.

요컨대, 마을圈域 所得事業의 事業類型別로 농촌지역 여건과 一般農山漁村開發事業

의 特性에 適合한 法人設立 形態가 硏究 및 確立되지 못하고 制度的으로도 一般農山

漁村開發事業 分野에 導入되지 못하고 있다는데 問題點이 있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問題點을 改善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의 開放的 設立方案

에 대하여 구체화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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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마을圈域 所得事業 活性化 方案을 위한

企業法制 導入 硏究

1. 必要性

우리나라 農山漁村地域은 産業化, 開放化에 따라 도시에 비하여 生活與件과 所得與

件 등 全般的인 삶의 與件이 落後되어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一般農山漁村開發

事業은 이러한 낙후된 삶의 여건을 綜合的으로 整備하여 보다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

들기 위한 目的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一般農山漁村開發事業 類型 중 마을圈域單

位 綜合整備事業은 읍․면소재지 綜合整備事業과는 다르게 地域住民 共同의 所得增大

를 위한 所得事業이 重要한 意義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마을圈域 所得事業은 農山漁

村地域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核心代案의 하나로서, 마을圈域 所得事業의 成

敗에 따라 所得事業法人에 出資한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圈域 내․외의 地域經濟에

影響을 줄 수 있는 重要性이 큰 事業이다.

그러나 국내 農山漁村地域의 農漁業經營體는 自由主義 市場․金融體系 下의 FTA

開放化에 따른 글로벌 無限競爭市長에 露出되어 대부분의 영세한 中小規模의 農漁業

經營體는 生存에 심각한 威脅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매우 어려운 經營與件에

직면한 농산어촌지역의 農漁業經營體가 適正規模로 生存하고 成長할 수 있는 革新的

인 支援政策과 이를 위한 制度 整備가 필요한 시점이다. 마찬가지로 마을圈域 所得事

業法人도 글로벌 無限競爭의 市長環境과 매우 열악한 企業環境에서 持續可能한 企業

經營을 維持할 수 있도록 革新的인 代案이 必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圈域 所得事業은 法人設立에 있어서 農業法人의 基本的인 設

立要件 이외에 시설비 보조금 支援을 위한 特殊 設立要件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物

的․人的 力量이 부족한 圈域 주민만으로는 충분한 資本力과 經營能力을 갖춘 競爭力

있는 企業 設立과 經營에 근본적인 限界가 있다. 또한 從來 營農組合이나 農業會社法

人 株式會社의 法人形態로는 圈域 주민들간의 긴밀한 協業的 經營과 함께 용이한 資

本 擴充을 요구하는 새로운 企業需要에 충분히 對應할 수 없는 問題點을 갖고 있다.



- 53 -

따라서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이 活性化될 수 있도록 人的․物的으로 競爭力있는

企業構造를 가질 수 있는 代案 提示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本 硏究에서

는 問題點을 改善하기 위한 代案으로서 마을圈域 所得事業의 特殊性을 반영하면서 外

部로부터 物的․人的資産의 擴充을 容易하게 할 수 있는 開放的인 法人設立 方案을

提示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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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企業의 設立形態別 特徵 및 適合度 檢討

가. 企業의 設立形態別 特徵 檢討

마을圈域 所得事業은 사업시행지침상 法人形態로만 設立되어야 所得事業을 위한 시

설비 支援과 法人名義의 所有權 登記를 할 수 있다. 따라서 法人格없는 민법상의 조

합, 상법상의 익명조합 및 합자조합은 마을圈域 所得事業의 企業形態에서 제외된다.

이하에서는 農業法人 중에서 마을圈域 所得事業에의 適合度가 떨어지는 營農組合法人

을 제외하고 農業會社法人을 중심으로 組織形態 特徵을 檢討하였다.

從來農業會社法人은 商法上 會社種類에 따라서 農業會社法人 합명회사․합자회사․

주식회사․유한회사로 분류되고, 有限責任會社는 최근 개정상법에 導入되었는데, 農業

會社法人의 設立根據가 되는 「농어업경영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는 明示的

으로 規定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知識基盤型 事業分野에서 社員間의 私的自治를 존중하면서 전문지식과 노하

우에 대한 적절한 평가보상을 할 수 있는 機能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企業形態로

서 專門企業群이나, 서비스업, 벤처기업 등 人的資産이 중시되는 中小企業群의 새로운

企業形態에 대한 需要를 충족할 수 있는 상법상 有限責任會社의 企業形態도 農業會社

法人의 從來 4가지 會社種類 이외에 새로운 농업·농촌분야의 企業設立을 위한 需要에

對應하는 農業法人形態로서 추가적으로 導入될 必要性이 있다.

農業會社法人은 人的 및 物的 결합으로 구성된 會社 種類別 法人性格에 따라 다른

特徵을 가지고 있다. 합명회사는 人的結合, 합자회사는 人的 및 物的結合, 주식회사는

物的結合, 유한회사는 人的 및 物的結合, 유한책임회사도 人的 및 物的結合의 設立形

態상의 特徵을 가지고 있으며, 農業會社法人의 會社 種類別 具體的인 特徵은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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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農業會社法人 (從來) (新規)

合名會社 合資會社 株式會社 有限會社 有限責任會社

법인성격 人的결합 人的․物的결합 物的결합 人的․物的결합 人的․物的결합

법인규모 중소규모 중소규모 대규모 중소규모 중소규모

주요 활용분야 법무법인 사모투자회사 대기업, 집단 중소기업, 세무법인
벤처기업,

전문서비스업

조직구성 사원 2인 이상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주주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준용법규 민법(내부관계) 합명회사 규정 민법(내부관계) 주식회사 규정 합명회사 규정

의결권 1인 1표 1인 1표 주식수 비례 출좌수 비례 1인 1표

출자자 책임 무한책임 무한책임,유한책임 유한책임 유한책임 유한책임

신용/노무 출자  가능
무한책임사원 가능

유한책임사원 불가
불가 불가 불가

지분 양도
불가

(전사원 동의시 가능)

불가

  (무한사원 동의시 가능)

가능

(이사회 제한 가능)

가능

(정관 제한 가능)

불가

(전사원 동의시 가능)

지분 상속
선택

(승계 통지 및 선택)

무한책임사원 불가

  유한책임사원 가능

가능

(이사회 제한 가능)

가능

(정관 제한 가능)

선택

(승계 통지 및 선택)

경업금지 
금지

(전사원 동의시 가능)

무한책임사원 금지 

유한책임사원 가능
이사 금지

이사 금지

(전사원 동의시 가능)

업무집행자 금지

(전사원 동의시 가능)

자기거래
금지

(과반수 동의 가능)

무한책임사원 금지 

유한책임사원 가능

이사 금지

(2/3이상 이사회 

동의로 가능)

이사 금지

(감사/사원총회 

승인으로 가능)

업무집행자 금지

(전사원 동의시 가능)

자기주식취득 - - 조건부 가능 조건부 가능 블가

업무집행권
사원 각자

(이견시 과반수 동의)

무한책임사원 각자

(정관 예외)

유한책임사원 금지

이사회 이사
사원/사원 아닌자 중 

정관으로 정함

<표 4-1> 企業의 設立形態別 特徵 比較檢討

나. 企業의 設立形態別 適合度 檢討

農業會社法人의 會社 種類別로 마을圈域 所得事業에의 適合度를 檢討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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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드 3점척도를 활용하고 13개 항목의 平價指標의 加重値를 附與하여 평가한 결과,

農業會社法人의 商法上의 會社種類 중에서 有限責任會社가 가장 適合度가 높았

고, 다음으로 유한회사, 주식회사, 합자회사 순이었으며, 합명회사는 營農組合法人

과 같이 適合度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企業의 設立形態別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의 適合度 檢討

구  분 農業會社法人 (종래) (신규)

평가목표 평가지표 가중치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

회사

마을권역 

소득사업

적합도

사업목적 부합 10 ▲ ▲ ● ● ●

의결권 수용 5 ● ▲ ▲ ▲ ●

의사결정 신속 5 X ▲ ▲ ▲ ●

출자자 책임 15 X ▲ ● ● ●

주민 츨자자수 10 X X ▲ ● ●

주민 출자금액 10 X ▲ ● ● ●

주민 주민참여 5 ● ● X ▲ ▲

주민 업무협력 10 ● ● X ▲ ▲

비농업인 출자 5 X ▲ ● ● ●

전문경영인 도입 5 X X ● ▲ ▲

지분의 상속성 5 ▲ X ● ● ▲

외부인 출자 10 X X ● ▲ ▲

외부인 경영참여 5 X ▲ X ▲ ▲

평가점수 100 155 180 250 255 265

우선순위 5 4 3 2 1

(●:양호/3점, ▲:보통/2점, X:미흡/1점)



- 57 -

30) 서성호, 企業法講義(∐) , p10~p11, 무역경영사, 2012

3. 有限責任會社制度의 特色

가. 有限責任會社制度의 槪要

有限責任會社(Limited Liability Company)는 2011년 4월14일 商法改正을 통하여 새

롭게 도입된 會社로서 人的中心會社의 특성과 物的中心會社의 특성이 결합된 모습을

보이는 회사이다. 즉 社員은 1인 이상의 有限責任을 지는 사원만으로 조직되고(상법

제287조의7, 제287조의38 제1항 및 제2항), 資本金을 정해야 하며 業務執行者를 반드

시 선임해야 한다(동법 제287조의3 제3호 및 제4호). 회사의 조직은 유한책임사원으로

만 구성되기 때문에 사원은 信用이나 勞務出資가 인정되지 않으며, 회사를 대표하는

자는 업무집행자가 되는데, 업무집행자는 반드시 사원일 필요는 없다(동법 제287조의

19 제1항, 제287조의12 제1항). 이점 專門經營者의 도입으로 所有와 經營의 分離가 가

능한 형태이다. 그리고 업무집행자가 아닌 사원은 監視權限을 가지는데, 이 경우의 감

시권한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한의 그것과 같다(동법 제287조의14, 제

277조).30)

나. 有限責任會社의 設立節次

有限責任會社는 1인 이상의 有限責任社員이 定款을 작성하고 設立登記함으로써 成

立하게 된다(상법 제287조의2, 제287조의38).

(1) 정관의 기재사항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시에는 정관에 다음의사항을 기재하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 또

는 서명하여야 한다. 즉, ① 목적, ② 상호, ③ 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본

점의 소재지, ④ 정관의 작성연월일, ⑤ 사원의 출자의 목적 및 가액, ⑥ 자본금의 액,

⑦ 업무집행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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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서성호, 企業法講義(∐) , p205~p207을 요약함, 무역경영사, 2012

(2) 사원의 출자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고, 정관의 작성 후에 설립등기

를하는 때까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자를 전부 이행하여야 한다(상법 제287조

의4 제1항, 제2항).

(3) 설립등기 등

유한책임회사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즉, ① 목적, ② 상호, ③ 본점의 소재지와 지점을 둔 경우에는 그 소재지, ④ 존립기

간 기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그 사유, ⑤ 자본금의 액, ⑥ 업무집행

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법인등록번호). 다만 유한

책임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외의 업무집행자의 주소는 제외한

다, ⑦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⑧ 정

관으로 공고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공고방법, ⑨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그 규정 등이다(상법 제287조의5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

다. 有限責任會社의 特色

(1) 內部關係

有限責任會社는 內部關係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特色을 가지고 있다.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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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관계 상법상의 규정

1. 사원의    

   책임과    

   지분관계

1) 사원의 책임 출자금 한도로 유한책임 부담 (상법 제287조의7)

2) 지분의 양도 정관에 없으면 불가하나, 전사원 동의시 가능 (동법 제287조의8)

3) 자기지분 양수 금지 사원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 양수 불가, 취득시 소멸 (동법 제287조의9)

2. 사원의    

업무집행

권과 

감시권

1) 업무집행권자 정관으로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로 정함 (동법 제287조의12 제1항)

2) 둘 이상의 업무집행권자

각자가 업무집행할 권리의무를 가지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과반수 

결의로 결정, 정관으로 둘 이상을 업무집행자로 정한 경우에는 전원 

동의가 필요 (동법 제287조의12 제2항, 제3항, 제201조 제2항)

3) 직무대행자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하고 위반시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짐 (동법 

제287조의13, 제200조의2)

4) 사원의 감시권
업무집행자가 아닌 사원은 영업년도 말에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검사할 수 있음 (동법 제287조의14, 제277조)

5) 법인이 업무집행자
법인은 업무집행자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고 통지해야 함 (동법 

제287조의15)

3. 기타

1) 경업금지

업무집행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하며, 같은 종류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회사의 업무집행자,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되지 못함 (동법 제287조의10, 제198조)

2) 내부거래
업무집행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의 거래를 할 수 있다. (동법 제287조의11)

3) 권한상실 선고

업무집행자가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 위반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해 업무집행권한의 상실 선고 가능 

(동법 제287조의17, 제205조)

4) 준용규정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 정관이나 상법의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상법 제287조의18)

<표 4-3> 有限責任會社의 內部關係에 있어서의 特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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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관계 상법상의 규정

1. 회사의    

   대표자

1) 대표자의 선정 및 

권한

업무집행자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집행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를 정할 수 있고, 공동

으로 대표할 것을 정할 수도 있음 (상법 제287조의19 제1항 내지 제3항)

업무집행자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고, 이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

함 (동법 제287조의19 제5항, 제209조)

2) 대표자의 책임

업무집행으로 인한 타인의 손해를 회사는 그 업무집행자와 연대하여 배

상할 책임이 있음 (동법 제287조의20), 회사는 그 업무집행자에게 구상

권을 행사할 수 있음

3) 회사와 사원 간의 소
유한회사를 대표할 사원이 없을 때에는 다른 사원의 과반수의 결의로 

대표할 사원을 선정함 (동법 제287조의21)

4) 대표소송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집행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

할 수 있음 (동법 제287조의22 제1항), 이는 유한책임회사를 물적회사

로 취급하려는 견해를 뒷받침하는 근거조항이 되고 있음

2. 사원의 

가입과 

탈퇴

1) 사원의 가입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킬 수 있고, 정관을 변경한 

때에 가입효력이 발생하며 출자 미이행시는 출자 이행를 마친 때에 사

원이 됨 (동법 제287조의23)

2) 사원의 퇴사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년도 말에 한하여 퇴사할 수 

있으며 6개월 전에 예고해야 함 (동법 제287조의24, 제217조 제1항),

퇴사원인으로는 ①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② 총사원의 동의, ③ 사망, 

④ 금치산, ⑤ 파산, ⑥ 제명 등이 있음 (동법 제287조의22, 제218조)

3. 회계 등
1) 재무제표의 작성,  

비치, 공시 및 보존

업무집행자는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본점에서는 5년간, 지점에서는 3년간 비치하여 

사원 및 채권자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열람과 등사를 청

(2) 外部關係

有限責任會社는 外部關係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特色을 가지고 있다.32)

<표 4-4> 有限責任會社의 外部關係에 있어서의 特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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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할 있게 해야 함 (동법 제287조의33, 제287조의34), 

재무제표의 보존기간은 주요부는 10년간(보조부는 5년간) 보존해야 함

2) 자본금의 감소, 

잉여금의 분배

정관변경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할 수 있음 (동법 제287조의36, 제

232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의 액을 뺀 액(잉여금)을 한도

로 하여 잉여금을 분배할 수 있으며 다른 규정이 없으면 출자가액에 비

례하여 분배함 (동법 제287조의37)

4. 해산

1) 해산사유와 해산등기

①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② 총사원의 동

의, ③ 합병, ④ 파산, ⑤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⑥ 사원이 없게 된 

경우에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 내(지점소재지는 3주간 내)에 해산등기를 

해야 함 (동법 제287조의38, 제227조, 제287조의39)

2) 계속 및 합병

①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② 총사원의 동

의에 의한 때에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고 동의하지 아니한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보고, 본점 소재지에서 2

주 내(지점소재지는 3주간 내)에 계속등기를 해야 함 (동법 제287조의

40, 제227조, 제229조 제1항, 제3항), 합병하기 위해서는 총사원의 동

의가 있어야 함 (동법 제287조의4)

3) 사원의 해산청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사원은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에 

해산청구할 수 있음 (동법 제287조의42, 제241조, 제186조 내지 191조)

5. 기타
1) 유한책임회사의 

조직변경

주식회사는 총회 결의로 유한책임회사로, 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동

의에 의하여 주식회사로 변경 가능함 (동법 제287조의43)

2) 청산 합명회사의 청산규정을 준용함 (동법 제287조의45)

32) 서성호, 企業法講義(∐) , p207~p213을 요약함, 무역경영사, 2012



- 62 -

4 所得事業 活性化 方案을 위한 企業法制 導入 硏究

가. 問題解決을 위한 企業法的 接近方法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의 活性化를 위한 企業法制 導入 方案을 硏究 및 提示하기

위하여 法的規制 側面과 住民參與 側面으로 나누어 接近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의 開放的 設立方案을 통하여 마을圈

域 所得事業의 活性化를 위한 企業法制 導入 方案을 提示하기 위해서 企業法的인

接近方法으로 適合度 檢討 결과에 따라 優先順位가 높은 農業會社法人의 會社 種

類를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의 새로운 法人設立 類型으로서 적극 導入함과 함께

圈域 外部로부터의 人的․物的 資本 調達이 용이하도록 關聯法令 및 施行指針에

대한 改正이 요구된다. 또한 마을권역 소득사업법인의 經營與件 部門에서 法的規

制와 住民參與간의 相互作用은 基本計劃 수립과 實施設計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負(-)의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마을권역 所得事業法人의 開

放的 法人設立의 制度化 및 出資者 有限責任과 經營構造의 單純化를 통하여 住民

參與度를 높일 수 있도록 企業法的인 接近方法으로 새로운 法人設立 類型을 導入

하는 方案을 提示하였다.

<표 4-5> 問題解決을 위한 企業法的 接近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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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의 設立形態에 따른 參與類型 檢討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의 住民 參與類型은 크게 出資者와 經營者로 볼 수 있는데,

法人의 設立形態에 따른 參與類型을 檢討한 결과, 農業會社法人인 경우에는 出資者에

있어서는 農業人, 非農業人, 生産者團體 모두 出資가 가능하고, 非農業人의 出資限度

를 90% 이내로 制限하였다. 그리고 經營者에 있어서는 合名會社는 農業人과 非農業

人이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고, 合資會社는 農業人이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고,

株式會社는 農業人이 1/3이상 이사와 감사가 되어야 하며, 有限會社는 이사 3인 중 2

인 이상이 사원이, 有限責任會社는 사원과 비사원이 모두 업무집행자인 經營者가 가

능하다.

<표 4-6>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의 設立形態에 따른 參與類型 檢討

구  분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 參與類型

根據法規出資者 經營者 

構成 出資種類 制限 資格 制限

마을圈域

所得事業

法人

一般的 

設立條件

농업회사법인 

공통

농업인

비농업인

생산자단체

-
비농업인

90% 이내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합명회사
무한책임

사원

신용

/노무

현금

현물

"

농업인/

비농업인

무한책임

사원

-
상법

정관예 고시

합자회사

유한책임/

무한책임

사원

신용

노무

현금

현물

"

농업인

무한책임

사원 

비농업인,

생산자단체는 

무한책임사원 

불가

상법

주식회사
3인 현금

현물
"

농업인

비농업인

이사

농업인 1/3  

이사/감사

상법

정관예 고시

유한회사
유한책임

사원

현금

현물
"

이사3인

 감사1인

농업인 이사 

2인

상법

정관예 고시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

사원

현금

현물
"

사원

비사원
- 상법

特殊한 

設立條件
마을권역법인

권역 내 

주민
현금

행정리

10가구

이상

권역 내 

주민

최대지분 30% 

이내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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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의 開放的 設立方案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의 開放的 設立方案은 크게 ① 法人의 組織形態, ② 核心 設

立要件, ③ 許容範圍, ④ 가이드라인, ⑤ 法制 導入으로 분류 및 접근하여 提示하였다.

첫째, 法人의 組織形態에 있어서는 앞에서의 適合度 檢討結果와 같이 마을圈域 所

得事業의 法人 設立形態로서 가장 유리한 것은 農業會社法人 有限責任會社를 導入한

것이다.

둘째, 核心 設立要件別 許容範圍와 가이드라인에 있어서 出資者의 地域的 範圍는

마을圈域單位綜合整備事業이 시행되는 시․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空間的 範圍까지

圈域 外部로 확대하고 出資者의 종사업종은 農業人, 非農業人 뿐만 아니라 生産者團

體까지 포함함으로써 出資參與 對象層을 대폭 넓히고 農業人 10% 이상 出資를 가이

드라인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經營者에 있어서 地域的 範圍로는 내부인의 업무집행자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고, 종사업종의 範圍로는 업무집행자가 단독일 경우에는 農業人을, 數人일

경우에는 農業人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圈域 내부의 農業人의 經營權을

보장하도록 한다. 또한 外部로부터 容易하게 人的․物的 資本이 誘入되어 事業의 效

果性을 높이기 위한 設立節次에 있어서는 豫備計劃段階에서부터 圈域 外部人의 事業

參與를 許容하고, 基本計劃段階에서는 마을圈域 所得事業의 妥當性 檢討와 承認權者

의 事前 協議를 거친 후에 出資와 法人設立을 完了하고, 施行段階에서는 事業에 필

요한 소요자금으로 自負擔金와 運轉資金을 確保하는 방향으로 마을圈域 所得事業 推

進節次와 施設 補助金 支援條件을 整備해야 할 것이다.

셋째,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의 開放的인 法人設立 類型과 推進節次를 制度的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農業會社法人

有限責任會社 制度 明文化를 통한 企業法制 導入이 必要하며, 이를 위한 一般農山漁

村開發事業 事業施行指針의 推進體系 및 支援條件에 대한 改正도 必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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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의 開放的 設立方案

(1) 法人의

    組織形態
(2) 核心 設立要件 (3) 許容範圍 (4) 가이드라인 (5) 法制 導入

農業會社法人 

有限責任會社

出資者 

地域的 範圍
권역 내부

권역 외부

권역 내부 30% 이상 

권역 외부는 지자체 

기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명문화 규정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시행지침 

  - 추진체계 및 

    지원조건 개정

 

從事業種

농업인

비농업인

생산자단체

농업인 10% 이상 

출자

出資者數 10가구 이상 농업인 5인 이상

經營者

(業務執行者)

地域的 範圍
권역 내부

권역 외부

단독: 내부인

수인: 내부인 과반수

從事業種
농업인

비농업인

단독: 농업인

수인: 농업인 과반수

設立節次

 豫備計劃段階  권역 외부인 사업참여
 사업계획서 및 

 출자확약서 제출

 基本計劃段階  出資 및 法人設立  법인등기부 제출 

 實施設計段階  所要資金 確保

 자부담금 납입

 (시설비 20%) + 

 3개월간 운전자금 

 잔액 증명서 제출

<표 4-7>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의 開放的 設立方案

라. 企業法制 導入에 따른 開放的 設立方案의 期待效果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의 企業法制 導入에 따른 從來 대비 開放的 設立方案의 期待

效果로는, ① 마을주민들간의 協業的 機能을 중시하는 人的結合과 함께 規模의 企業

的 經營을 위한 物的結合이 필요한 마을圈域 所得事業의 새로운 企業形態에 대한 수

요에 부응하여 단순한 企業構造로 인한 迅速한 意思決定이 가능하고, ② 圈域 내부

주민의 資本力의 限界를 극복하기 위해 外部로부터의 資本調達 擴大를 통해 企業의

資本力을 强化할 수 있으며, ③ 圈域 내부의 經營力量의 限界를 극복하기 위해 外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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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從來 設立形態의 限界 開放的 設立方案 期待效果

(1)企業形態에 대한 

   新規需要 對應力

 物的 또는 人的 중심의 편중된      

 企業形態와 복잡한 企業構造로 인한 

 신속한 對應力 限界 

 농촌마을에 적합한 人的 및 物的 結合의  

 새로운 企業形態에 부합하고 단순한 

 企業構造로 인한 신속한 대응력 가능 

(2)資本力  圈域 內部의 資本力 限界  외부조달 확대 통한 資本力 强化

(3)經營能力  圈域 內部의 經營力量 限界  외부역량 확충 통한 經營能力 强化

(4)推進體系 效果性  法人設立 및 資本調達 시기 지연
 基本計劃 段階에서 法人設立 및 

 所要資金 조기 확보

(5)企業의 持續性  法人의 運轉資金 부족상태 一般化
 法人設立時 運轉資金 確保 義務化로  

 창업초기의 流動性 문제 해결

로부터의 力量의 擴充을 통한 經營能力 强化를 期待할 수 있고, ④ 基本計劃段階에서

마을圈域 所得事業의 事業妥當性 檢討와 승인기관의 사전 협의를 거친 후에 法人設立

과 所要資金을 조기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推進體系의 效果性을 높일 수 있으며, ⑤

法人設立시 自負擔金 이외에 別度의 運轉資金 確保를 義務化함으로써 創業初期의 流

動性 問題解決을 기대할 수 있겠다. 특히, 이러한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은 開放的인

設立方案을 통하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歸農企業의 人的․物的 力量을 마을圈域

所得事業으로의 流入함으로써 歸農企業과 마을圈域 所得法人 兩者의 活性化를 期待할

수 있겠다.

<표 4-8>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의 종래 대비 開放的 設立方案 期待效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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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一般農山漁村開發事業 중 마을圈域 所得事業은 농산어촌지

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核心代案의 하나로서, 마을圈域 所得事業의 成敗에

따라 所得事業法人에 出資한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圈域 內․外의 地域經濟에 影響

을 줄 수 있는 重要性이 큰 事業이다. 그러나 마을圈域 所得事業은 法人設立에 있어

서 農業法人의 基本的인 設立要件 이외에 시설비 보조금 支援을 위한 特殊 設立要件

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物的․人的 力量이 부족한 圈域 주민만으로는 充分한 資本

力과 經營能力을 갖춘 競爭力있는 企業 設立과 經營에 根本的인 限界가 있다. 또한

從來 營農組合法人이나 農業會社法人 株式會社의 法人形態로는 圈域 주민들간의 긴

밀한 協業的 經營과 함께 용이한 資本 擴充을 요구하는 새로운 企業需要에 충분히

對應할 수 없는 問題點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硏究에서는 이러한 問題點을 改善하기 위한 代案으로서 마을圈域 所得事

業의 特殊性을 반영하면서 外部로부터 物的․人的資産의 擴充과 企業經營을 容易하게

할 수 있도록 商法上 會社制度를 中心으로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이 設立段階에서

부터 人的․物的 資源을 强化하고 容易한 企業經營이 가능한 法人 設立形態를 導

出하기 위하여 適合度 分析을 통해 檢討한 결과, 2011년에 商法 改正을 통해 導

入된 새로운 會社의 種類로서 有限責任會社制度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에 따라 設立된 農業會社法人의 새로운 會社 設立類型으로서 導入

을 가정하여 만든 農業會社法人 有限責任會社가 營農組合法人, 農業會社法人 株

式會社, 農業會社法人 合名會社, 農業會社法人 合資會社, 農業會社法人 有限會社

등 다른 法人形態 보다도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에 가장 適合한 法人 設立形態로

도출되었다. 따라서 農業會社法人 有限責任會社를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의 새로

운 法人設立 形態로 導入할 수 있도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農業會社法人의 種類에 商法上의 有限責任會社를 도입하도록

改正할 필요가 있다. 본 硏究結果를 통하여 提示된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의 開

放的 設立方案의 意義는 무엇보다도 從來 農業法人의 類型으로는 限界가 있는 농

산어촌지역의 마을圈域 所得法人의 企業設立形態에 있어서 特殊한 企業形態에 대

한 需要에 對應할 수 있는 대안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있으며, 外部로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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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放的인 人的․物的 資産 擴充을 통하여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의 企業競爭力

向上을 期待할 수 있겠다.

본 硏究結果에서 提示한 마을圈域 所得事業法人의 開放的인 設立方案을 현장에

서 導入하여 實質的으로 企業競爭力 向上을 圖謀하기 위해서는 革新的인 안목에

서 관련 企業法制 導入을 통해 改善된 推進體系 하에 一般農山漁村開發事業의 施

行이 必要하다. 더욱이 마을圈域 所得事業은 그 規模에 따라서 圈域의 周邊地域

과 해당 시․군의 地域經濟에 까지도 波及效果를 줄 수 있는 事業이기 때문에 革

新的인 制度改善을 시급하게 추진하여 막대한 예산한 투입하고 있는 마을圈域單

位綜合整備事業과 機能別 核心事業인 所得事業의 事業成果 創出이 要求된다. 또

한 個別 農漁家單位 또는 農漁業經營體에 대한 支援 보다는 農山漁村 地域單位의

開發 支援을 통해 落後된 地域의 生活環境 改善과 所得增大를 圖謀하는 政策方向

下에서 마을圈域 所得事業 活性化를 위한 創意的이고 革新的인 硏究와 함께 持續

的인 關心과 制度改善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본 硏究는 마을圈域 所得事業에 대한 經營實態 分析에서 全國的인 資料를 基礎

로 하지 못하고 全南地域으로 局限한 점에서 限界點이 있고, 硏究範圍上 마을圈

域 所得事業法人의 開放的 設立類型에 대한 現場 適應性을 分析하지 못한 점에서

限界點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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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마을권역 소득법인 실태조사서(예시)
( 시군)

 산야초 장아찌 사업 (2007) - 사업착수년도

○ 권 역 명 :

○ 위 치 : 군 면 리 번지

○ 소요사업비비 : 천원(보조 , 자부담 )

- 자부담 납부 : 천원(군세입계좌 납입여부)

- 자부담 집행 : 천원(집행율 %, 미집행시 집행예정시기)

○ 집 행 액 : 천원 - 시행이후 2013. 4월 현재까지

- 추진상황 : 추진중(50%) or, 완료(50%) - 사업진척도

○ 사업내용 :

○ 매 출 액 : 천원- 2012. 12월기준(년기준)

○ 판매방법 및 주요매출처 :

○ 마을기금 납부 협약율 및 납부액 : %, 천원

- 미납부시 사유 :

□ 경영현황

○ 사업추진 : 경영 또는 중단

- 중단 시 사유 :

○ 시설물 담보로 법인 대출여부 : ○ or ×

○ 시설물 등기현황 : 소유권이 누가에게 있는지?

○ 시설물 관리방법 : 마을협약 또는 시·군에서 지원 등

□ 사업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소득구성원 현황

○ 법 인 명 : (법인설립 :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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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표 : (경영주체 : 외부인 or, 마을공동)

구 분 성 명
사업비
부담액

(백만원)
현주소 관계 연락처

대표

이사

* 비고란은 권역내(해당시군) 전출시 사유 기재, ‘관계란’은 대표자와 관계

 장류담그기 체험사업 (2009) - 사업착수년도

○ 위 치 : 군 면 리 번지

○ 소요사업비 : 천원

○ 집 행 액 : 천원 -시행이후 2013. 4월 현재까지

- 추진상황 : 추진중(50%) or, 완료(50%) - 사업진척도

○ 체험사업내용 :

○ 연간이용객 : 명

○ 소 득 액 : 천원- 2012. 12월기준(년기준)

- 체험사업과 관련 연계 관광소득(추정) : 숙박, 식사 등

○ 경영방법 :

○ 경영주체 : (참여인원 : 명)

○ 수익금 사용방법

- 마을기금 납부액 등 :

○ 사업 전망

- 프로그램 보유, 개발 또는 경영능력 등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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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고인돌권역 종합정비사업

마을개발을 위한 주민의견 조사

2013. 04.

정부는 농업·농촌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기초생활기반확

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등을 통하여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함

으로써 지역주민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 유지를 도모하고자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특성을 감안한 농촌마을을 전략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

다.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을 위해 마을주민 여러분의 지역개발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귀하의 연령은? ( ) 세, 귀하의 성별은? 남( ) 여( )

2. 현재 또는 이전에 마을에서 맡고 계셨거나 하고 계신 일은? ( )

① 이장 ② 새마을지도자 ③ 단체회장(청년, 부녀회장 등)

④ 영농후계자 ⑤ 추진위원장 ⑥ 주민

3. 귀하께서 주로 종사하고 계신 업종은? ( )

① 농업 ② 어업 ③ 제조업

④ 상업 등 서비스업 ⑤ 공무원 등 공직자 ⑥ 회사원

⑦ 기타 (                )

4. 귀하의 연평균 소득은 대략 어느 정도 입니까? ( )

① 1천만원 미만 ② 1~2천만원 ③ 2~3천만원 ④ 3~4천만원 ⑤ 4천만원 이상

5. 이 지역의 생활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십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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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한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불만족한다 ⑤ 매우 불만족한다

6. 만족하신다면, 그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 )

→ (만족한다고 응답하신 분만 응답해 주세요)

① 소득이 많아서 ② 지역발전 전망이 좋아서

③ 농촌생활이 좋아서 ④ 고향이라 좋아서

⑤ 여유 있는 삶이 좋아서 ⑥ 기타 (                )

7.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그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 )

→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신 분만 응답해 주세요)

① 자녀 교육이 어려워서 ② 소득이 적어서

③ 생활환경이 좋지 않아서 ④ 지역발전 전망이 좋지 않아서

⑤ 영농․영어환경이 좋지 않아서 ⑥ 도시생활이 좋을 것 같아서

⑦ 가족 또는 친척과 떨어져 사는 것이 싫어서 ⑧ 기타(               )

8. 앞으로도 계속해서 마을에 거주하기를 원하십니까? ( )

① 그렇다 ② 다른 지역(도시 등)으로 이주할 예정이다 ③ 모르겠다

9. 만약 도시로 이주할 예정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이주할 예정이라고 응답한 분만 응답해 주세요)

① 소득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 ② 자녀 교육 때문에 ③ 직업 때문에

④ 의료시설 등 환경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⑤ 지역발전 전망이 없기 때문에

⑥ 기타 (                                                      )

10. 지역 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부문은? ( )



- 76 -

① 기초생활기반확충(도로, 재해대비, 마을정비, 복지시설, 문화시설, 운동휴양 등)

② 소득기반정비(특산물 공동가공시설, 공동판매장, 공동육묘장, 공동저온저장고 등)

③ 체험관광정비(마을조형물, 생태학습장, 농촌체험시설 등)

④ 지역경관개선(마을숲조성, 지붕․담장정비, 생태공원조성, 오폐수처리시설 등)

⑤ 기타 (                                                     )

11. 기초생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 )

① 도로(연결도로, 마을안길, 주차장 등) ② 상하수도

③ 재해대비(안전휀스, 안전시설 등) ④ 생태하천 정비

⑤ 주차장 공간조성 ⑥ 문화시설(야외공연장, 향토자원정비, 놀이터 등)

⑦ 운동휴양(운동시설, 산책로, 정자등) ⑧ 기타 (                                )

12. 마을의 소득증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① 생산기반시설 확충 ② 특산물 판매시설

③ 유통시설 체계 ④ 관광기반시설 확충

⑤ 영농체험시설 개발 ⑥ 가공업 육성

⑦ 소득작목 개발 ⑧ 기타 (                                )

13. 지역경관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 )

① 마을숲 정비 ② 지붕․담장정비 ③ 경관수목식재

④ 생태공원조성 ⑤ 체육공원조성 ⑥ 오폐수처리시설

⑦ 쓰레기처리시설 ⑧ 대체에너지시설 ⑨ 기타 (             )

14. 우리 마을에 기초생활기반정비, 소득기반정비, 지역경관개선정비, 공원조성 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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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 추진된다면 참여하실 의향은? ( )

① 적극 참여하겠다 ② 추진위원회 의견에 따르겠다

③ 시․군 의견에 따르겠다 ④ 정부일이기 때문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

⑤ 참여하지 않겠다 ⑥ 관심 없다

15. 우리 마을에 공동으로 소득기반정비, 지역경관개선사업을 도입하면 자부담 20%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

① 있다 ② 없다

16. 마을에서 여러 문제들을 의논할 때 주민간의 협조는 어떻습니까?

① 매우 잘되고 있다 ② 잘되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안되고 있다         ⑤ 매우 안되고 있다

17. 마을 간에 여러 문제들을 의논할 때 마을간의 협조는 어떻습니까?

① 매우 잘되고 있다 ② 잘되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안되고 있다         ⑤ 매우 안되고 있다

※ 기타의견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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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메니티(Amenity)란 인간이 환경과 교감하면서 쾌적함, 편안함, 유쾌함, 안락함, 즐거움, 아름다움, 청결함,

건강함 등 긍정적인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장소의 속성이나 심미적 상태를 말한다.

농촌어메니티는 농촌지역의 아름다운 경관, 역사문화유산, 정취 등이 어우러져 쾌적함, 유쾌함, 긍정적인 감
정 등을 불러일으키는 장소의 속성이나 감성적 인식(농촌다움, 경관미, 정주편리성 등)을 의미한다. (농촌진흥
청 국립농업과학원, http://rural.rda.go.kr)

자연 경관을 해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농촌의 모든 경제적 資源이 농촌 어메니티이다.

서유럽에서는 이러한 농촌 어메니티를 농촌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해 정부의 農業정책에 적극 반영
하고 있다.

2) 농림축산식품부, 一般農山漁村開發事業 추진매뉴얼, 2013

3) 광특회계는 지역의 특화 발전 및 광역 경제권 경쟁력 향상 支援을 目的으로 지역개발계정과 광역발전계정으
로 經營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특別법에 근거하고 있다.

4) 지역개발계정은 17개 광역지자체에 지출하도 배분방식으로 편성되며, 지출한도는 기본요소(인구, 면적), 낙후
도요소(所得세할주민세, 노령인구 비중, 재정력지수)를 평가하여 각 시․도에 지출한도 提示, 각 시․도는 지
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經營되고 있으며, 광역발전계정은 지자체 요구 등을 
받아 부처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하는 부처 직접편성事業으로 시․도간 연계事業, 개발제한구역관리 등 국가
적 우선순위가 높은 事業으로서, 각 부처가 지역발전계획 및 중장기 투자계획 등을 반영하여 經營되고 있
다.(기획재정부 광특회계 經營방향, 2014)

5) 추진위원회는 주민주도형의 상향식 事業인 마을圈域單位 綜合整備事業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參與(파트너
십)와 원할한 事業추진을 위한 주민자치組織으로서 參與 마을별로 주민회의를 통해  3~5인의 대표들로 
20인 내외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며 豫備計劃서 작성, 주민의견수렴과 역량强化, 事業부지 확보 支援 등 
원활한 事業추진과 자치經營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농림축산식품부, 一般農山漁村開發事業 추진매뉴얼,

2013)

6) 마을圈域單位綜合整備事業은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强化 등 4개의 機能別
事業內容으로 분류된다..(농림축산식품부, 一般農山漁村開發事業 事業施行指針서, 2014)

7) H/W事業은 마을圈域單位綜合整備事業의 機能別 事業內容 중에서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
개선을 위한 施設物 造成事業을 말한다.

8) 지역역량强化(S/W)事業은 마을圈域單位綜合整備事業의 機能別 事業內容 중에서 문화복지施設, 경관施設, 所

得事業施設 등 事業施設物과 문화복지프로그램, 농촌觀光 體驗프로그램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역주민이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하게 經營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홍보마케팅․정보
화․마을經營 등 제반 분야를 支援하는 事業이다.

9) 所得基盤事業은 圈域에서 생산된 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圈域 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
는 施設 등을 설치하는 事業으로서 마을圈域單位綜合整備事業의 機能別 事業 중에서 所得事業 施設비 造成
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事業부지 제공과 自負擔金이 요구되는 事業이다.(농림축산식품부, 一般農山漁村開發事

業 추진매뉴얼, 2013)

10) 體驗觀光事業은 圈域의 資源이나 어메니티를 활용하여 외부인을 유치함으로써 圈域 주민이 공동 所得을 
창출할 수 있도록 支援하는 事業으로서 마을圈域單位綜合整備事業의 機能別 事業 중에서 體驗觀光施設 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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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에 있어서 事業부지 제공 이외에는 自負擔金이 없는 事業이다.(농림축산식품부, 一般農山漁村開發事業 추
진매뉴얼, 2013)

11) 所得事業은 본 硏究에 있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一般農山漁村開發事業 事業施行指針서(2014)에 따른 所得
基盤事業을 의미한다.

 
12) 마을圈域單位綜合整備事業의 成果目標 및 指標는 事業施行指針상의 (1)주민만족도 (2)신규인구 유입목표 이

외에 각 圈域의 특성을 반영한 개別 成果目標 및 指標를 추가로 설정하고 基本計劃에 반영하여 事業을 추
진하고 있으며, 개別 成果目標 및 指標 중에서 주민所得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
을 차지하고 있고 이를 위한 마을圈域 所得事業은 그 意義가 크다고 볼 수 있다.

13) 농림축산식품부, 一般農山漁村開發事業 事業施行指針, 2014

14) 지형적으로 임야(능선), 하천, 도로, 행정구역경계 등으로 인해 권역 구분이 가능한 지역

15) 지역 발전을 위해 『圈域發展協議會』를 구성하여 新規事業性 檢討 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지자체와 주민의 개발의지가

높은 지역

16) 친환경농업육성마을이거나 자연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있는 지역,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여 특성 있는 마을로 발전 가능

성이 높은 지역

17) 圈域은 행정리 2개 이상에 100가구 이상으로 구성하되 주민공동체 형성이 어려운 지역을 인위적으로 圈域화하는 것은

지양

18) 균특회계는 “국가균형발전특別회계”의 약칭으로서 중앙정부에서 지역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別도로 支援하는 예산을 말한다. 국가균형발전특別회계(균특회계)는 1년에 5조원 規模
다. 낙후지역 개발, 도로ㆍ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재해예방 事業支援을 위한 지역개발事業 계정
(약 4조 원),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혁신事業 계정(약 1조 원)으로 구성된다.

19) 포괄보조事業은 재원용도를 포괄적으로 지정하여 시도別로 부여된 한도 내에서 지자체 실정에 맞는 事業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설계하는 事業으로서 우리나라는 2010년도부터 균특회계를 광특회계로 개편하고 포괄
보조금 제도를 導入하여 기존의 210개 지역개발계정事業을 24개 事業군으로 통합하였다. 

20) 마을圈域발전협의회는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圈域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유도하기 위
하여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주민과 지역 내 전문가로 구성ㆍ經營하며 마을圈域單位 綜合整備事業 신규事
業 事業성檢討 신청서 작성을 支援하고 마을圈域單位 綜合整備事業 시행段階別 事業內容을 협의ㆍ支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1) 경관事業이란 가로수 정비, 생울타리 造成 등 마을을 보다 아름답게 가꾸는 지역경관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마을圈域單位綜合整備사의 機能別 事業 중의 하나를 말한다.

22) 全羅南道가 21개 시군 81개 圈域을 대상으로 ‘13. 4. 17. ~ 5. 13에 마을圈域單位綜合整備事業으로 造成되어 
經營하고 있는 所得事業法人에 대하여 經營實態 조사를 실시하였다.

23) 화순군, 고인돌 마을圈域單位종합비事業 설문조사 자료, 2013

24) 총자본회전율은 연간 매출액을 총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투자의 효율成果 유동성을 판단하는 指標로 활용되
고 있다.



- 80 -

25) 유한책임회사는 人的회사의 類型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物的회사의 類型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유한책임회사는  法制의 체계적인 점에서는 人的회사에 편재되어 있으나 대외적인 책임과 
관련해서는 物的회사에 속하는 形態로 완성되어 있으므로 어느 한쪽에 편재시키려 하기보다는 새롭게 人的
회사와 物的회사의 중간적인회사로 구분하여 취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서성호, 企業法강의(∐),

P203, 2012)

26) 행정리(마을)는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설정하는 최소한의 구역으로서 행정리(마을) 대표인 이장이 선임되
어 있고, 법정리는 지번부여의 기본이 되는 최소單位 구역을 말한다. 예를들어 가정리는 법정리이고 가정1

리, 가정2리는 행정리이다.

27)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 5호에 ‘생산자단체’는 농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法人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組織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要件을 갖춘 단체를 포함
하고 있으나, 부령이나 고시에 이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43호(2013.5.16)

에 전문생산자組織으로 된 생산자단체는 농어업인 5명 이상과 자본금 1억원 이상이 出資된 農業法人임을 
명시하고 있다.

28) 體驗觀光事業은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事業 중 自負擔金이 없는 100% 보조事業으로 시행되는 주민의 소
득증대를 위한 事業의 하나로서 본 硏究의 대상에서는 기본적으로 제외하였으나, 事業분야와 法人設立形態
에 따른 種類別 比較檢討를 위하여 부분적․부가적으로 檢討한다..

29) 농어업經營體란 농어업經營體 육성 및 支援에 관한 법령에 따른 農業經營體와 어업經營體를 말하며 農業經
營體는 農業인과 農業法人, 어업經營體는 어업인과 어업法人으로 나뉜다. 農業法人에는 營農組合法人과 農業
會社法人이 있다.

30) 서성호, 企業法講義(∐) , p10~p11, 무역경영사, 2012

31) 서성호, 企業法講義(∐) , p205~p207, 무역경영사, 2012

32) 서성호, 企業法講義(∐) , p205~p207, 무역경영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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