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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의 새마을운동 수용방식과 성공요인:
경험적 분석*1)

김정호․최준영․조진만

<요약문>
지금까지 한국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연구들은 다양한 차원에서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새마을
운동의 수출과 수용의 문제를 논의하고 분석한 기존 연구를 찾기 힘들다. 이것은 한국의 새마을
운동이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정부 동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강하였다는 부정적인 인식
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제3세계에 새마을운동이 수출된 시기도 비교적 최근이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새마을운동을 성공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몽골의 사례에 초
점을 맞추어 몽골이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하였으며, 이에 따른 성과는 어떻
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설문조사 데이터를 통하여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연구결과, 몽골 새
마을운동의 경우 중앙정부가 아닌 시민사회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경험과 큰 차
이를 보였다. 또한 통계분석 결과, 몽골 새마을운동의 성공요인으로 새마을운동 지도자의 역할,
마을 주민들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이해, 몽골새마을회와 지방정부간의 협력, 몽골 지방정부와 중
앙정부간의 협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작업은 몽골 새마을운동이
한국의 새마을운동과 비교하여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몽골 새마을운
동의 내재적 특성을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개발도상국가에서 민주
적 거버넌스가 어떻게 정착되는가에 대한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주제어: 한국, 몽골, 새마을운동, 발전, 거버넌스

Ⅰ.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몽골이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하였으며, 이에 따른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설문조사 데이터를 통하여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작업은 몽골 새마을운동이 한국의 새마을운동과 비교하여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몽골 새마을운동의 내재적 특성을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
* 포스코 청암재단으로부터 2012년도 아시아 인문사회연구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318 21세기 정치학회보 제22집 2호

미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작업은 한국이 제3세계에 새마을운동을 성공적으로 수출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지, 그리고 수용국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노
력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각을 제시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가질
수 있다.
모든 국가에 있어서 발전의 문제는 거역할 수 없는 명제이다. 이 때 지금까지 국가 발전과
관련한 모델은 서구 국가들의 발전모델을 제3세계 국가들이 채택 또는 변형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통하여 논의되고 평가받았다. 하지만 한국과 같은 주변부 국가들이 단기간에 성공적으
로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고도성장을 이룩함으로써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에 대한 관심이 증
대되고 있다.1)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국제적으로 큰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2)
즉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제3세계 국가들에서 실질적으로 채택하기 용이한 국가발전모델의 하
나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 세계의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배우
고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연구들이 다양한 차원에서 진행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새마을운동의 수출과 수용의 문제를 논의하고 분석한 기존 연구를 찾기 힘든 것이 사
실이다. 이것은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정부 동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강하였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제3세계에 새마을운동이 수출된 시기
도 비교적 최근이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몽골의 새마을운동에 주목하고 있다. 몽골의 경우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수
용하여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몽골에서는 중앙정부가 아닌 시민사회의
주도로 새마을운동이 수용되고 있으며, 그 속에서 한국의 새마을운동 본부와 네트워크 형성
및 관계 맺음을 진행하고 있다. 몽골의 새마을운동은 한국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몽골에 적용
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그 구체적 실천방안 역시 소득 증대, 생활환경 개선,
의식 개혁 등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는 점에서 양국의 새마을운동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새마을운동의 주체, 방식, 성격에 있어서 양국은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
한 이유로 양국의 새마을운동 사례는 비교연구에 유용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몽
1) 예를 들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놀라운 경제발전을 주목하면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경험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제프리 삭스
교수는 한국의 경험을 고려할 때 지구촌의 빈곤 퇴치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2) 방글라데시 빈민들에게 무담보 소액대출 운동을 전개하여 빈곤 퇴치에 앞장서온 무함마드 유누스 전
그라민은행 총재(200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는 “대출사업과 함께 벌이고 있는 생활방식 개혁운동은
1970년대 한국의 새마을운동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제프리 삭스 교수는 “새마을운동
으로 빈곤을 퇴치한 한국을 본받으면 지구촌의 빈곤을 2015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고, 2025년이면 대부
분 퇴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아프리카 국
가들이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학습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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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 새마을운동은 운동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하부 지역별로 다양한 성과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몽골 새마을운동이 한국의 새마을운동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를 보이며, 어떠
한 요인들이 지부별 성과의 차이를 이끄는가를 고찰하는 작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한국과 몽골의 새마을운동이 어떠한 특징
을 보이는지를 비교 분석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몽골 새마을운동의 성공요인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하고, 연구가설들을 정립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설문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몽골
새마을운동의 성공요인에 대한 연구가설들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
서는 몽골 새마을운동의 한국 새마을운동 수용방식과 성공요인에 대한 논의들을 종합하고, 그
함의를 모색하고 있다.

Ⅱ. 한국과 몽골의 새마을운동 비교
1. 한국의 새마을운동
한국의 경우 1970년 중앙정부 주도 하에 범국가적으로 새마을운동3)을 추진하였다. 그러므
로 한국의 경우 중앙정부는 재정, 제도, 정책(전략), 교육(계몽), 홍보, 동원 등 모든 부문에서
새마을운동을 선도하였다. 초기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전적으로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므로 새마을운동 초기 지방정부의 역할은 중
앙정부가 제시한 목표와 실천방안을 충실히 홍보하고,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데
한정되어 있었다. 당시 한국의 경우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기 이전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적 역할은 극히 미비한 수준이었다. 즉 초기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국가 주도의 범국가적 운동
의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시민의 자발적 참여보다는 동원과 교육을 통한 계몽이 주를 이루었
다.4) 그리고 새마을운동 지도자의 역할은 교육 및 홍보와 동원의 측면에서 컸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1970년부터 1979년 사이 10년간의 초기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중앙정부가 거의
모든 부문을 주도하는 상황 속에서 지방정부, 그리고 새마을운동 지도자 및 단체가 이를 실질
적으로 뒷받침하여 주민 동원과 홍보 및 교육(계몽)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므로 초기
3) 한국 새마을운동의 내용 및 성과 분석에 대해서는 이창수 1992; 김남선 1999; 소진광 2007; 신윤표
2007; 최영출 2008 등의 연구를 참조.
4) 이와 다른 주장을 전개하는 학자들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소진광(2007)의 경우 ‘연도별 새마을운동
참여 마을 수와 참여 인원’을 근거로 비록 1970년대 초반 한국 새마을운동의 추진방식 및 추진조직이
‘통치’의 성격을 띠고 있었지만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주민 참여의 자발성이 두드러진 ‘거버넌스’
방식으로 전환되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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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새마을운동은 하향식(top-down)의 수직적 구조를 기본으로 전개되는 특징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5)
1980년대와 1990년대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박정희 대통령 사망에 따른 구심력 약화, 운동
동력의 상실, 정치적 부패와의 연관성, 반독재세력의 정권 획득 등으로 인하여 침체의 시기를
겪었다. 즉 초기 한국 새마을운동의 가시적인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의 일방적인 운동방
식과 성격의 문제가 자율성 및 지속성의 상실을 가져온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6)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시대 변화에 발맞추어 전국 규모의 민간운동으로 진행
되고 있다. 즉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선진 Korea 창조’라는 목표 하에 Green
Korea 운동, Smart Korea 운동, Happy Korea 운동, Global Korea 운동, One Korea 운동 등 5대
중점운동을 추진하고 있다(신윤표 2010, 133). 과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수행하
였던 대내적 정책(전략), 교육(계몽), 홍보, 동원의 역할은 거의 사라졌고, 새마을운동중앙회와
산하단체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참여의 자발성 역시 과거보다 높아졌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7) 현재 한국 새마을운동의 또 다른 특징은 민간운동의 차원에서 다른 단
체들과의 협력활동이 미약하나마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의 새마
을운동이 재정, 홍보, 동원면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현재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과거와 달리 운동의 민주성이 상당 부분 확보되었으나 여
전히 재정과 제도적 지원의 측면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동시에 “낡고 고루한 관변적 이미지와 국민들의 참여 저조, 중앙집권적 체제와
조직의 폐쇄성”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정갑진 2011, 8). 그리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구조적
특성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향후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재정적
독립기반의 확충,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운동 조직과 단체의 효율적인 역할 수행, 개방적 입장
5) 김호기(Kim 2010, 56)의 경우 이와 같은 1970년대 한국 새마을운동의 성격을 ‘권위적 거버넌스
(authoritative governance)’라고 규정하고 있다.
6) 대부분의 한국 새마을운동 전문가들은 1970년대 한국 새마을운동의 권위주의적 특성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소득 증대, 삶의 질 개선, 국민 통합 등의 성과들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경우에도 이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1970년대 10년간 범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된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 이후 급격히 쇠퇴하였다는 사실은 최소한 초기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행위주체들 사이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상향식(bottom-up) 토대의 구축’에는 미흡하였다는 점
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 문제를 거버넌스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연구로는 Kang(2009)
을 참조.
7) 현재 한국새마을운동중앙회 산하 새마을지도자중앙협회에는 17개 시도, 237개 시군구, 3,477개 읍면
동 257,020명의 회원(새마을지도자 76,970명, 회원 180,050명)이 등록되어 있다. 그리고 새마을부녀회
중앙연합회는 17개 시도, 232개 시군구, 3,575개 읍면동, 71,279개 리통 1,554,503명의 회원을 보유하
고 있다. 또한 직장․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의 경우 16개 시도, 72개 시군구 2,809개 직장·공장단
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이 외 새마을문고중앙회는 16개 시도, 234개 시군구, 2,367개 읍면동, 2,370
개 마을문고 등 총 37,469명(문고회장 및 지도자 10,989명, 회원 26,480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다. 이
와 관련한 자세한 현황은 한국새마을운동중앙회 홈페이지(http://saemaul.com)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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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타국 내 단체들과의 협력 강화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몽골의 새마을운동
몽골(Mongolia)은 면적 156만여 평방킬로미터(세계 19위)로 아시아에서는 카자흐스탄 다음
으로 큰 내륙국가이다. 인구는 2010년 기준으로 265만 명으로 추정되어 면적에 비하여 상대적
으로 인구가 적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주민의 38% 정도가 수도인 울란바타르(Ulaanbataar)에
거주하고 있으며, 2010년도 1인당 국민총생산(GDP)이 3,300달러인 개발도상국가이다. 풍부한
천연자원과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연 9%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
록하였다. 그리고 2008년 말 시작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하여 약간의 정체를 맞았지만 2010
년 6.1%(세계 39위)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1924년 중국으로부터 독립하여 구소련의 위
성국가로서 장기간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였으나 1992년 선거를 기점으로 복수정당제를 인정
하고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였다.8)
몽골의 새마을운동은 2004년에 시작되었다. 몽골 새마을운동은 2004년 11월 콜케이 마리나
(Kolkei Marina)를 중심으로 한 몽골인 네 명이 자주적으로 결성한 몽골새마을회(Mongolia
Saemaul Undong Center)가 모태가 되어 추진되었다. 몽골새마을회는 세계 최초로 몽골 현지의
법무부 산하 비정부기구(NGO) 단체로 등록되어 있으며, 2011년 기준 20개 지부(몽골 전체는
총 22개 지역) 2,785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9) 올해는 몽골에서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지
약 8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한국 새마을운동의 초기단계(1970~1979)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몽골 새마을운동은 한국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몽골에 적용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므로 몽골 새마을운동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역시 소득 증대, 생활환경 개선, 의식 개혁 등
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한국 새마을운동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10) 하지만 몽골
새마을운동의 경우 운동의 주체, 방식, 성격에 있어서는 한국 새마을운동과 상당한 차이를 보
이고 있다(Kim and Choi 2011).
첫째, 초기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정치지도자(대통령)의 개인적 의지와 중앙정부의 강력한
주도로 시작되고 진행되었다면 몽골 새마을운동은 초기부터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의지
를 바탕으로 자생단체인 몽골새마을회와 산하 지부들에 의하여 주도되어왔다. 몽골새마을회는
현재 세부 정책(전략)의 수립, 지부의 확대 및 자체 교육, 홍보와 동원 등을 병행하고 있다. 그
8) 몽골의 기초통계자료는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mg.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9)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새마을운동중앙회의 “외국인 새마을지도자 포상대상자 공적 내용”
(내부문서 2011) 참조.
10) 몽골 새마을운동의 성과에 관해서는 새마을운동중앙회 2007; 새마을운동중앙회 2008; 새마을운동중
앙회 2009; 새마을운동중앙회 2010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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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므로 하향식의 한국 새마을운동과 달리 몽골 새마을운동은 상향식의 구조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둘째, 몽골 새마을운동의 경우 재정, 제도, 정책(전략), 교육(계몽), 홍보, 동원의 측면에서 중
앙정부의 역할이 거의 없다. 지방정부 역시 재정, 제도, 정책(전략), 교육(계몽) 부문에서의 역
할이 결여되어 있다. 다만 지방정부의 경우 홍보와 동원의 측면에서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왜냐하면 몽골 새마을운동의 경우 한국과는 달리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순차적인 방식으로 진
행되었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몽골의 새마을운동은 ‘몽골새마
을회의 운동 대상지역 설정→ 해당 지역 지방정부와의 접촉과 협력체계(파트너십) 구축→ 지
역 새마을지도자의 육성과 주민 참여에 의한 운동 추진’이라는 3단계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
다.11) 그러므로 몽골 새마을운동의 경우 지역별로 단계가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셋째, 한국의 초기 새마을운동이 중앙정부의 재정, 제도, 정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에 기반
하여 진행된 반면 몽골의 새마을운동은 초기부터 국제협력단체인 한국새마을중앙회와 그 산
하 지부․단체들의 재정 지원과 현지 교육, 그리고 몽골 새마을운동 지도자들을 비롯한 관련
인사들(공무원 및 정치인 등)에 대한 교육 및 국내 홍보에 크게 의존하였다. 한국새마을중앙회
와 그 산하 지부․단체들의 몽골 새마을운동에 대한 지원은 2000년대 이후 한국 새마을운동의
운동방향상의 변화 중 'Global Korea 운동'의 일환으로 가능하였다. 2009년부터 한국새마을중
앙회는 재정적 지원을 최소화하고, 몽골 새마을운동 지도자들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몽골 새마을운동에 필요한 재정의 일부는 한국새마을중앙회 산하 지부들이 제공하고 있고, 그
밖에 재정은 몽골 새마을운동의 소득사업과 몽골새마을회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하고 있다. 따
라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몽골 새마을운동의 경우에도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
의 마련과 재정의 안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것이 현실이다.
넷째, 초기 한국 새마을운동과 같이 몽골 새마을운동 또한 주민과 마을의 소득 증대, 생활
개선, 의식 개혁을 운동의 내용으로 상정하였으나 2009년부터는 ‘Green Mongolia'라는 이슈를
연계시키고 있다. 몽골 사막화에 의한 지구환경의 파괴라는 글로벌 이슈의 등장은 몽골의 환
경적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2000년대 한국 새마을운동의 운동방향 변경과도 밀접한 연관성
이 있다. 특히 ‘Green Mongolia' 사업에는 몽골새마을회와 몽골 국내 타 단체와의 협력활동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11) 일반적으로 한국의 새마을운동 관련 단체들은 해외 새마을운동을 5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1
단계에서는 새마을운동 세계화에 대한 자료 수집과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다. 2단계에서는 대상국가와 지역을 선정한다. 3단계에서는 대상국가에 대한 조사단 파견을 통하여
타당성 검토와 해당 지역 지방정부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4단계에서는 사업을 집행한다. 그리고
마지막 5단계에서는 사업 효과 분석과 문제점 보완, 그리고 사후 관리를 진행한다(윤정용 2008,
149).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몽골새마을회는 2단계부터 4단계까지의 과정에서 국제협력단체로서 한
국의 새마을운동 관련 단체와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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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몽골 새마을운동은 운동의 주체, 방식, 성격 등에 있어서 초기
한국 새마을운동과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현 단계에서 볼 때 앞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제도적 지원 여부, 지방정부와의 협력 정도, 재정적 자립과 안정성 정도, 몽골
새마을운동 단체 및 지도자들의 리더십 역량 정도, 보다 많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 여부가 향후
몽골 새마을운동의 성공을 가늠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12)

Ⅲ. 몽골 새마을운동의 성공요인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연구가설 정립
이 장에서는 몽골의 새마을운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들이 중요한
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새마을운동의 발전경로와 몽골 새마을운동의 특수성을 동시에 고려
해볼 때 몽골 새마을운동의 성공조건으로 새마을운동 지도자의 역할, 마을 주민들의 협력, 한
국새마을운동중앙회의와 그 산하 단체들의 지원, 몽골 지방․중앙정부의 역할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전술한 각각의 요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몽골 새마을운동의 성과에 연
결되고 있는지 논의하고, 이에 입각하여 몽골 새마을운동의 성공요인에 대한 연구가설들을 정
립하고자 한다.
먼저 몽골 새마을운동에 있어서 새마을운동 지도자의 역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몽골
의 새마을운동은 정부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므로 몽
골의 경우 새마을운동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추론은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다.13) 그렇다면 이 지도자들이 성공적인 새마을운동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구
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또 해야만 하는가? 이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몽골의 새마을운동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은 운동의 목표와 세부전략을 자체적으로
정립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새마을운동의 목표는 중앙정부에 의하여 “잘 살아
보세”라는 표어로 축약되어 제시되었다. “잘 산다”라는 것의 개념이 개인, 마을, 지역 등에 따
라 다양한 편차를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은 전반적으로 무시되었으며, 물질적인 발전을 추구함
12) 이와 관련하여 몽골새마을회 회장인 콜케이 마리나는 몽골 새마을운동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회원들
과 주민들의 이기주의, 지방정부와의 관계, 그리고 재정 부족을 지적하였다(Marina 2008, 343-347).
13) 사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작된 한국의 새마을운동에서도 개별 마을의 새마을운동을 주도하였던 지
도자, 즉 ‘새마을 기수’는 그 마을에서 새마을운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김영미 2009). 예를 들어 1차년도 한국 새마을운동에 대한 내무부 평가자료에
따르면 마을에 훌륭한 지도자가 존재하는가의 여부가 그 마을의 새마을운동 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영미 2009,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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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근대적 농촌마을을 만들자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목표가 각 마을에 수직적으로 부과
되었던 것이다(김영미 2009). 반면 몽골 새마을운동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 단위로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운동 차원에서 개별 지역과 마을 단위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새마을운동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마을의 실정에 최대한 부합하는 운동의 목
표를 스스로 정립하고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주민들이 이러한 목표에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 새마을운동 자체가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긴밀한 연관성
을 지니고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제시하는 새마을운동 지도자들의 역할은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새마을운동 지도자들은 주민들이 새마을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새마을운동 지도자들은 공동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 또한 변화를 거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여 새
마을운동에 동참시키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적절한 동기 부여를 하
는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이 진정한 의미에서 주민들의 “운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새마을운동 지도자들은 지방정부 혹은 중앙정부로부터 정치적․행정적․물질적 지원
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정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중앙정
부의 주도로 새마을운동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하는 마을은
정부의 지원을 비교적 쉽게 획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몽골 새마을운동의 경우 애초에 정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민간 차원에서 운동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지원을
얻기 위해서는 정치인이나 관료들에게 새마을운동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지원을 확보하는 노
력을 별도로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몽골의 경우 정부의 지원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는 경우
라도 정부가 적어도 새마을운동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정부와의 협력
관계의 구축은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몽골새마을회로 대표되는 새마을운동 지도자들의 역할
은 몽골 새마을운동의 성패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의 정립이 가능하다.
• 연구가설 1: “몽골새마을회(새마을운동 지도자)의 역할이 효과적일수록 새마을운동이 성

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몽골 새마을운동 성공조건의 두 번째 요인은 주민들의 협력 여부이다. 새마을운동은 그 운
동의 구체적인 목표가 어떤 것이든 상당한 변화를 동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모든 마을 주민들이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라 가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순진한 발상이다.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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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전통적인 삶을 고수하려고 하는 상당수의 주민들이 새마을운동의 도입에 의하여 유발
되는 변화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저항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1970년 4월 22일 박정희 대통령은 지방행정 기관장들에게 행한 즉석연설에
서 “마을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욕이 우러나지 않는 마을은 5천년이 가도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
다. 마을주민들이 해보겠다는 의욕을 갖고 나서면 정부에서 조그만 도와줘도 2~3년이면 일어
날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감을 피력하였다(박진환 2005, 100).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
령은 2년 후인 1972년 3월 제1회 지방장관 회의에서 행한 연설에서 한국의 새마을운동에 있어
서 주민들의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하
였다(김영미 2009, 316 재인용).
“훌륭한 지도자가 있으면 우리 농촌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매달
한 번씩 와서 설명하는데 예외 없이 그런 지도자들이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애로와 저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습이라든지 타성을 없애고 지도자들이 부락에다 새로
운 바람을 집어넣고 한 번 움직이게 하는 데에는 반대가 있고, 저항이 많다는 이야기입니
다. 이러한 반대를 무릅쓰고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자기가 솔선수범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부락민들을 어떻게 깨우쳐서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단계까지
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끌고 가면 아주 쉽게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새마을지도자들의 적극적인 설득 노력 이외에도 정부가 선택적 유인정책을 활
용하거나 때로는 강압적 동원전략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참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
만 몽골의 경우는 새마을운동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주민 참여의
문제가 더욱 어려운 과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전술한 몽골 새마을운동 지도자들의
리더십 역량과 더불어 마을 주민들이 새마을운동의 취지에 대하여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하여 자발적 참여 의지를 키워낼 수 있는지의 문제가 몽골 새마을운동의 성과
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구가설 2: “몽골 주민들이 몽골 새마을운동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가 운동의 성
공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몽골 새마을운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필요한 또 다른 요인은 한국새마을운동
중앙회와 지부, 그리고 산하 단체들의 후원이라 할 수 있다. 몽골 새마을운동의 출범과 전개과
정에 있어서 한국새마을운동중앙회의 전폭적인 지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예를
들어 한국새마을운동중앙회의 경우 몽골새마을회와 함께 운동의 대상지역을 공동으로 설정하
고,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재정 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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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의 지방정부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뿐만 아니라 새마을운동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인사들과 자주 접촉하고, 그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비록 한국새마을운동중앙회가 현재 중앙회 차원의
재정적 지원을 최소화하고 새마을지도자 교육에 주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지부와 산하 단체들
은 재정과 기술 이전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몽골 새마을운동이 성공
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국새마을운동중앙회가 몽골새마을회, 몽골 지방정부, 그리고
몽골 중앙정부 사이에 원활한 협력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연구가설 3: “한국새마을운동중앙회와 몽골새마을회, 지방정부, 중앙정부간의 협력은 몽
골 새마을운동의 중요한 성공조건 중 하나이다.”
몽골 새마을운동의 성공조건을 구성하는 마지막 요인은 몽골 지방․중앙정부의 역할과 연
계되어 있다. 새마을운동은 지도자와 마을 주민들의 노력만으로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
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을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직․
간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왜냐하면 새마을운동이 정치적 진공상태
에서 전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새마을운동 주체들의 활동이나 목표가 기존
의 법령과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새마을운동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여러
가지 물질적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다.14) 그리고 복잡한 행정적 절차가 효율적인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는 데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정부 차원의 협조와 지원 없이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것들이다. 몽골 정
부는 한국의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과 같이 몽골 새마을운동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 그 제도적 장치에 의한 재정적 지원 방안 명시, 행정적 절차의 간소화 등
많은 부분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몽골 새마을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몽골새마을회가 몽골
의 지방․중앙 정부와 협력적 관계를 맺고, 그들로부터 입법적․물질적․행정적 지원을 확보
하는 것은 몽골 새마을운동의 성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재정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몽골의 정치체제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문제도 새마을운동에 대한 정치적 지원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연구가설들을 정립할
수 있다.

•연구가설 4: “몽골새마을회와 몽골 지방정부간의 협력은 몽골 새마을운동의 성공에 있어
14) 민주화 수준이 낮고, 정부가 국가 자원의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는 몽골에 있어서 민간 차원에서 시
도되고 있는 새마을운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재정적․제도적 지
원이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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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연구가설 5: “몽골새마을회와 몽골 중앙정부간의 협력은 몽골 새마을운동의 성공에 있어
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연구가설 6: “몽골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의 협력은 몽골 새마을운동의 성공에 있어서 매
우 중요한 요인이다.”

Ⅳ. 몽골 새마을운동 성공요인에 대한 경험적 분석
제3장에서 제시한 몽골 새마을운동의 성공조건과 관련된 연구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몽골 새마을운동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2011년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몽골 새마을운동 지도자 298명을 대상으로 설문
지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발송한 설문지 중 142명이 최종 설문지를 보내
와서 회수율은 약 48%를 기록하였다. 설문지는 당초 연구자들에 의하여 한글로 작성되었고,
몽골국립대학의 한국어과 오윤체쳌(Oyunchezzek) 교수가 이를 몽골어로 번역해주었다. 그리고
몽골새마을회에서 번역된 설문지를 인쇄, 발송, 회수해주었다.
<표 1> 몽골 새마을운동 지도자 학력
학력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중졸

17

12.0

14.3

고졸

26

18.3

21.8

대졸

51

35.9

42.9

대학원 이상

25

17.6

21.0

시스템 결측값

23

16.2

합계

142

100

100

몽골 새마을운동 지도자들의 나이는 최소 16살에서 최대 65살 사이에 분포되어 있었으며,
평균 연령은 약 38살로 나타났다. 이들의 학력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를 보면 대졸
이상이 전체 응답자의 50%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고학력자들에 의하여
몽골 새마을운동이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표 2>는 몽골 새마을운동 지도자
들이 활동하는 지역을 보여주고 있다. 이 표를 통하여 몽골 새마을운동 지도자들이 전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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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새마을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다고 평가되는 날라이흐와 쫑하라에 거주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지도자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도 파악할 수 있다.
<표 2> 몽골 새마을운동 지도자의 활동지역
활동지역

빈도

퍼센트

울란바타르

16

11.3

바양찬드만

5

3.5

불간

2

1.4

날라이흐

38

26.8

호브드

2

1.4

수흐바타르

1

0.7

옵스

2

1.4

고비솜베르

8

5.6

송긴호하이르한

3

2.1

가르쵸트

2

1.4

쫑하라

38

26.8

바양솜

2

1.4

울란솜

2

1.4

한울도래그

2

1.4

아르항가이

11

7.7

에르트네트

2

1.4

둔드고비

2

1.4

에레덴솜

1

0.7

어워르항가이

1

0.7

시스템 결측값

2

1.4

합계

142

100

그리고 이들 몽골 새마을운동 지도자들은 새마을운동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히 강하게 표출
하고 있다. 몽골 새마을운동이 다른 국가들에게 모범 사례가 된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57.7%의 응답자들이 그렇다고 응답을 하였다. 또한 몽골 새마을운동 지도자들은 새마
을운동의 미래에 대해서도 매우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데 “몽골 새마을운동이 지속적
인 국민운동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62.7%가 그렇다고 응답하
였다. 결국 몽골 새마을운동 지도자들은 새마을운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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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3장에서 제시한 몽골 새마을운동 성공요인과 관련하여 정립하였던 연
구가설들에 대한 경험적인 검증을 시도해보도록 하자.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다중 회귀분석
(OLS)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다중 회귀분석 모델과 변수들의 측정은 다음과 같다.

❙ 통계모델: Y = α + β1X 1 + β2X 2 + β3X 3 + β4X 4 + β5X 5 + β6X 6 + β7X 7 + β8X 8 + e
•Y (몽골 새마을운동이 얼마나 성공적인가?): 내가 사는 지역의 몽골 새마을운동에 대하여 100점 만점으
로 할 때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X1 (지도자의 역할): 내가 사는 지역의 새마을운동에 있어서 몽골새마을회(새마을지도자)는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다(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 5점 척도).
•X2 (주민들의 이해): 내가 사는 지역의 주민들은 몽골 새마을운동을 잘 이해하고 있다(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5점 척도).
•X3~X5 (한국새마을운동중앙회와의 협력): 내가 사는 지역에서 한국새마을운동중앙회와 몽골새마을회(몽
골 지방정부, 몽골 중앙정부)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 5점 척도).
•X6 (몽골 새마을회와 지방정부와의 협력): 내가 사는 지역에서 몽골새마을회와 몽골 지방정부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 5점 척도).
•X7 (몽골 새마을회와 중앙정부와의 협력): 내가 사는 지역에서 몽골새마을회와 몽골 중앙정부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 5점 척도).
•X8 (몽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협력): 몽골 새마을운동에 대한 몽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 5점 척도).

이 통계모델의 분석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다중 회귀분석 결과, 결정계수(R2)가
0.529로 나와 종속변수 변이의 약 53%가 이 통계모델을 통하여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표 3>에 따르면 몽골 새마을운동을 주도하는 지도자의 역할이
몽골 새마을운동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판명되었다(표준화 회귀계수
(β)=0.400). 우선 통계적 유의미성을 살펴보면 새마을운동 지도자 역할 변수는 99% 신뢰 수준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독립변수는 다른
독립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새마을운동 지도자의 역할의 중요성이 5점 척도상에서
한 단계 높아질수록 새마을운동을 성공적으로 평가하는 점수가 무려 9.242점이나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설문조사 대상자들이 새마을운동의 지도자라는 점을 감
안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들 자신이 새마을운동에 있어서 지니고 있는 중요성
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새마을운동 지도자의 역할이 몽골 새마을운동의 성공 여부에 있어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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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민들이 새마을운동에 대하여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점도 몽골 새마을운동
의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변수는 95% 신뢰 수준(p<0.05)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새마을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마을의 주민들이 이 운동에 대하
여 더 잘 이해할수록 새마을운동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독립변수들
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주민들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이해가 한 단계 올라갈수록 새마을운
동을 성공적으로 평가하는 점수가 약 5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몽골 새마
을운동을 성공으로 이끌지 위해서는 새마을운동의 목적을 몽골 주민들에게 제대로 홍보하고
이해시켜 참여를 이끌어내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3> 몽골 새마을운동의 성공요인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 결과
변수

비표준화 회귀계수(B)

상수

***

-20.395 (6.997)

지도자의 역할

9.242***(2.139)

표준화 회귀계수(β)

0.400

**

주민들의 이해

4.714 (2.150)

0.195

한국 새마을_몽골 새마을 협력

-0.881(2.809)

-0.036

한국 새마을_몽골 지방 협력

-3.974(3.028)

-0.183

한국 새마을_몽골 중앙 협력

3.360(2.954)

0.139

**

몽골 새마을_몽골 지방 협력

6.713 (2.849)

0.279

몽골 새마을_몽골 중앙 협력

-1.461(3.487)

-0.055

몽골 지방_몽골 중앙 협력

*

4.863 (2.684)

2

결정계수(R )

0.192
0.529

 1)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임.
2) ***: p<0.01, **: p<0.05, *: p<0.1

그러나 한국새마을운동중앙회는 현 시점에서 성공적인 몽골 새마을운동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리 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왜냐하면 한국새마을운동중앙회와 관련
된 세 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몽골
새마을운동은 2004년도에 처음 시작되었다. 전술한대로 몽골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던 시점에
한국새마을운동중앙회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현재 한국새마을운동중앙회는 몽
골새마을회에 운동의 주도권을 상당 부분 넘기고, 새마을운동 지도자의 교육연수 등과 같은
간접적 지원에 그 역할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한국새마을운동중앙회의 제한적
역할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한국새마을운동중앙회는 몽골 새마을운동의 성공조건의 중요
한 부분이 되지 못한다고 평가해볼 수 있다. 몽골 새마을운동의 성공 여부는 이제 한국인의
손을 떠나 몽고인들의 손에 넘겨진 측면이 존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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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새마을회와 몽골 지방정부간의 협력은 몽골 새마을운동의 중요한 성공조건 중 하나로
판명되었다. 이 독립변수는 95% 신뢰 수준(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표준화 회귀계수도 0.279로 나타나 새마을운동 지도자 역할 변수(0.400) 다음으로 새마을
운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다른 독립변수들의 영향을 상수로 간
주한 상황에서 몽골새마을회와 지방정부 사이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수록 몽
골 새마을운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점수가 약 7점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지역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몽골 새마을운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지방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운동을 지원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몽골새마을회와 몽골 중앙정부간의 협력은 몽골 새마을운동의 성공에 있어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몽골 새마을운동이 지역적인 차원에서 이
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 전체의 일을 관장하고 있는 중앙정부와의 협력관계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그렇지만 몽골 중앙정부가 새마을
운동의 성공에 있어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다고 성급하게 결론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
냐하면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적․제도적 지원 등을 통하여 몽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이 원활히 이루어질 경우 몽골 새마을운동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몽골
지방정부의 재정이나 자치단체의 정치적 행보는 중앙정부 내지는 중앙정치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앞으로 몽골 새마을운동의 성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된다.

Ⅴ. 결론과 함의
한국 새마을운동과 몽골 새마을운동은 유사한 목표와 실천적 방법에도 불구하고 운동의 주
체, 방식, 성격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양국 새마을운동의 시기적 차이와 각국이 처한 환
경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나 한국의 경험과 비교하여 몽골의 새마을운동은 민주적 거버넌스
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몽골 새마을운동이 가장 성공적인 해외
사례로 평가15)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본 연구에서 몽골 새마을운동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가설들을 통계적으로 검증해본 결과,
새마을운동 지도자의 역할, 마을 주민들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이해, 몽골새마을회와 지방정부
사이의 협력, 몽골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사이의 협력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15)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한국새마을운동중앙회의 공적자료(내부문서 2011) 참조. 참고로 현재 몽
골, 네팔,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우간다, 세네갈 등 총 25개국
에서 새마을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332 21세기 정치학회보 제22집 2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통계분석 결과는 실천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함의를 지
니고 있다.
첫째, 몽골 새마을운동의 성공조건에서 지도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의 리더십 역량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새
마을운동중앙회의 경우 몽골 새마을운동의 성공을 위한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육성하는데 보
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몽골새마을회와 몽골 지방정부간의 협력관계를 보다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
여 일각에서는 몽골 새마을 지도자들이 정계로 진출하여 새마을운동과 정치권과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몽골 새마을운동 지도자
들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새마을 지도자들의 정치참여
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33.1%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28.2%의 응답자는 부정적으로 답변하여 의견이 양분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새마을운동을
순수한 시민운동으로 규정한 상태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노력할 것인지 아니면 정치
영역에 뛰어들어 정치운동으로 확산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셋째,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새마을운동이 지니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은 새마을운동의 취지를 이해하고 공감할수록 이 운동에
보다 열정적으로 참여하고자 할 것이며, 이러한 참여는 보다 성공적인 새마을운동을 만들어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몽골의 새마을운동 지도자들과 한국새마을운동중앙회는 한국 새마을
운동이나 몽골 새마을운동에 있어서 성공적인 사례들을 발굴하고, 이를 마을 주민들에게 지속
적으로 홍보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밖에 향후 몽골 새마을운동이 다른 유사 관련 시민단체들과의 연합을 통하여 한국과 같이
범국가적 시민운동으로 발전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와 같이 지역별 내지 단계별 운동을 진행
해야 하는지 기로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부분을 포함하여 앞으로 몽골 새마을운
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연구분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몽골 새마을운동 사례는 개발
도상국가에서 민주적 거버넌스의 정착 및 바람직한 국제협력의 사례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
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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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w to Implant the Saemaeul (New Village) Movement and
Make it Thriving in the Mongolian Society:
An Empirical Analysis

Kim, Jung Ho․Choi, Jun Young․Cho, Jinman
(Inha University․Inha University․Duksung Women's University)

There have existed many studies on the Saemaeul (New Village) Movement in Korea. However, it is
not easy to find out the studies directly dealing with the way how to implant the movement in a foreign
soil and how to make it thriving there. This stems from two reasons. First, a negative nuance has been
attached to the movement because of the fact that it was originally conceived by the authoritarian regime
controlled by the ex-president Park Chung-hee. Second, the efforts to export the movement to
developing countries are relatively recent phenomena. Considering these points, this study analyzes the
way how the movement was imported to Mongolia and how it became successful based on the
nationwide survey data on the leaders of the Mongolian Saemaeul Movement.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re is the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Mongolia with respect to who leads the Movement. Contrary
to the Korean experience that the movement was led mostly by the central government, the Saemaeul
Movement in Mongolia has been led by the local networks of civil society. The findings also identify the
followings as major success factors in the Saemaeul Movement in Mongolia: the active roles of the
leaders of the movement, the way local residents perceive the movement, the cooperation between the
Saemaeul Movement Association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 cooperatio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s. The contributions of this study to the field of studies on the
Saemaeul Movement are as follows. First, it reveals indigenous characteristics in the Saemaeul
Movement in Mongolia. Second, it provides, we hope, significant academic and/or practical
implications about how to build a democratic governance in developing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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