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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글

우리 마을에는 눈에 확 띄는 자연의 별 볼 거리가 없습니다. 그저 야트

작은 생각의 씨앗이 한 잎 두 잎 자라고 가지가 나서 이제는 큰 줄기를

막한 산과 실개천, 축사와 들판만 보이는 평범하고 조용한 농촌일 뿐입

뻗은 주민조직도 생겨났습니다. 작은 생각의 씨앗은 더불어 살자는 생

니다. 하지만 우리 마을은 자타가 “유기농업의 메카”라 부르며 젊은이

각입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이루려는 목표로 작은 생각의 씨앗을 키

나 여성, 어린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들리는 곳입니다. 돈을 억수로 들

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불어 사는 지역을 만들려는 농민들의 소

인 건물이나 몇 부농의 특화시설이 없는 대신 고만고만한 소농들이 유

박한 생각이 지역을 조금씩 변화시킨 과정을 보며 살아왔고, 새로운 역

기농업과 축산으로 순환농업을 하면서 2차, 3차산업으로 발돋움하고

사를 만들 수 있는 실마리가 주변에 널려있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지역과 학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작은 마을이지만 여러 주민

작은 책이 오늘의 시점에서 이제까지 지역농민들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

조직이 소리 없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야 할 길의 이정표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을활력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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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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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협동조합

동네마실방 뜰

얼렁뚝딱건축조합

2011.03.11~

2013.01.25~

동네마실방 뜰은 한국 농촌에서는 처음으로 마을 사람들이 회비를 모

의식주를 자립적으로 해결하고자 시골에 와서 왜 정작 내가 살 집은 건

아 문을 열었고 회원과 지역 사람들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는 술

축전문가에게 돈을 주고 알아서 짓게 하는가? 왜 우리들은 다른 동물

집입니다. 가게를 해 본 경험도 없고, 전문 요리사도 없지만 지역에서

들과 다르게 내가 살 집을 짓거나 수리하지 못하는가? 얼렁뚝딱은 이

나오는 재료들로 먹을거리를 나누며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는 공간, 공

와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만든 건축협동조합입니다. 건축전

연이나 전시 등 문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 뜻을 함께하는 개인이나 단

문가의 영역을 우리 스스로의 영역으로 얼렁(함께) 뚝딱(쉽게) 만들어

체와 연대활동을 하는 열린 공간입니다.

보자는 뜻입니다. 자주, 자립, 자치, 공동소유의 정신을 바탕으로 노동
의 가치와 노동자의 복지를 높이고 생태 집짓기에 힘쓰며 사회 기여와
연대의 몫을 다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걸어온 길
2010.11.17 준비모임 시작

걸어온 길

2010.12.16 마을사람들 50여 명과 <마을카페 이야기마당>을 열다
2010.12

100여 명의 조합원, 1800만원의 출자금을 모아 가게 자리를 얻다

2011.03.11 동네마실방 뜰 열다

2012

스트로베일 하우스 2채를 짓다 / 여러 집들을 고쳐 주다

2013.01.25 건축협동조합 얼렁뚝딱, 홍성 1호 협동조합으로 등록하다

2011.12.22 첫 번째 <회원의 날> 열다
2012.12.18 두 번째 <회원의 날> 열다
2013.12.20 세 번째 <회원의 날> 열다

☎ 041) 631-3318

☎ 010)7731-1389

충남 홍성군 홍동면 송풍사거리
21세기 할인마트 옆

충남 홍성군 홍동면 운월리
737-6 마을활력소 안

hongseongcb.net/cafe/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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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젊은협업농장

풀무신협

2013.05.09~

1969.11.10~

지역과 함께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청년들의 협동조합 ‘젊은협업농장’은

풀무신협은 농촌에 고리대금업이 판을 치던 1970년대, 풀무학교 교사와 졸업

귀농을 꿈꿨던 사람들이 힘을 모아 2011년 홍성군 장곡면에 모여 농사

생 18명이 모여 조합원에게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

를 시작하였습니다. 3명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15명 이상의 다양한 사람
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

로 만들었습니다. 신협은 금융기관의 성격만이 아니라 경제, 사회 발전에 따라
조합원과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대의 편익을 제공하여 신용사
업과의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언제나 원리원칙을 지

하지 않고 퇴비와 유기농 자재를 사용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키며 부정이나 사고 없이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을 해왔습니다. 협동조합의 정신

있습니다. 현재는 다양한 종류의 쌈채소 생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신

을 살려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금융 업무만이 아닌 지역 활동에도 힘쓰며 지역

규 농업인에게는 유기농 교육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 농업인과는 적극

일체형 신협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인 교류를 통해 함께 살아가는 농촌을 만들고자 합니다.

걸어온 길

걸어온 길
2011.12

갓골생태농업연구소에서 밭농사 세미나 시작

2012.03

장곡면 채담이 하우스 임대 쌈채소 키우기 시작

2013.05.09 젊은협업농장으로 협동조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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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1969.11.10
1982.10.22
1983.12.20
1996.08.06
1997.03.27
1998.03.24
2005.09.15
2007.03.22
2007.06.16
2013.04.29

풀무학교 졸업생 및 교사 18명이 발족
사료사업 시작
현 소재지로 신협 건물 준공
풀무신협 부속 영농조합법인 설립
홍동천에 벚나무 묘목 1차 식재
홍동천에 벚나무 묘목 2차 식재
미생물공장 준공
지역가꾸기사업 소나무 접목반송 900주 식재
제1회 홍동중학교 2학년 홍성지역 역사기행 실시
풀무신협 남장지점 개점

☎ 010) 3271-7602

☎ 041)633-6221~3

충남 홍성군 장곡면 도산 2리
오미마을

충남 홍성군 홍동면 홍장남로
672번길 88

collabo-farm.com

cafe.naver.com/poolmoocu

9

협동조합

협동조합

할머니장터조합

풀무학교생협
1977~

2012.10.26~

학교와 마을에서 정직하고 건강하게 농사지은 통밀로 빵을 굽고 마을

비록 오이 몇 개를 올려놓은 좌판이더라도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먹거

의 친환경 농산물과 가공품을 파는 갓골작은가게를 운영합니다. 갓골

리를 정직하게 팔며 농촌의 인정이 오가는, 협동과 나눔으로 따뜻한 사

작은가게는 수입농산물의 급증, 먹을거리에 불안을 느끼는 소비자들의

람들의 마음이 전달되는 장터를 바라며 모인 마을 할머니들의 협동조

꽉 막힌 방에 창문을 내는 일입니다. 구석구석 지역의 조각땅을 살려

합입니다. 현재 홍동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맛깔난 반찬을 만들어

알뜰히 가꾼 안전하고 신선한 먹을거리를 도시에 조공처럼 바치는 것이

팔고 있습니다.

아니라 자랑스러운 주인으로 도시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풀무학교
생협 갓골작은가게가 하는 것입니다.

걸어온 길

걸어온 길

1977

풀무식가공조합으로 시작

2012.06.02 할머니장터조합 1차 모임

1993

풀무학교생활협동조합으로 이름 변경

2012.07.09 할머니장터조합 4차 모임

2009

갓골유기농업영농조합법인으로 정식 허가가 나다

2012.09.24 할머니장터조합 5차 모임
2012.10.14 할머니장터조합 6차 모임
2012.10.26 할머니장터조합 장터 개장 및 조합 발족
2014.01

☎ 041) 633-8948

☎ 010)4458-2676

충남 홍성군 홍동면 운월리
368

충남 홍성군 홍동면 홍장북로 7
홍동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안

www.facebook.com/gotgolpoolm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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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농협 로컬푸드 직매장과 함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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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협동조합

홍동농협

홍성한우클러스터사업단영농조합

1970.02.13~

2008.08~

홍동농협은 지역농업인의 실익 증대를 도모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해

홍성지역 친환경농업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기반으로 안전한 친환경 먹

노력합니다. 금융사업 외에도 퇴비공장, 농자재마트, 친환경 미곡처리

거리 제공을 위해 홍성한우 홍동점(식당,판매장)과 쇼핑몰을 직영으로

장 운영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로컬푸드직매장을 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경종-축산간 자원순환을 통해 조사

어 지역의 친환경유기농산물의 유통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료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가공상품 개발과 브랜드 통합, 마케팅 활성
화를 통해 홍성한우를 지역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
습니다. 조합 운영은 조합원의 경영참여를 통해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
영하고 있습니다.

걸어온 길
1970.02.13 설립

걸어온 길

1970.04.08 업무 시작
1982.06.30 성장조합 지정
2002.12.31 ‘02 농협중앙회 선정 클린뱅크 인증
2004.02.26 2003년도 종합업적평가 우수상 수상
2009.12.31 총자산 700억원 달성
2010.12.31 예수금 500억원 달성
2014.02.07 로컬푸드직매장 개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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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

홍성한우클러스터사업단 구성 설명회 및 참여단체 협약 조인식

2007.09

홍성한우클러스터 사업계획서 재 제출 (농림수산식품부)

2008.01

홍성한우클러스터 사업 확정 (농림수산식품부)

2008.08

홍성한우클러스터사업단영농조합 설립 및 사업 시작 (3년)

2012.02

지역전략식품사업 우수단체선정 (농림수산식품부)

2014.01

홍성한우클러스터사업단 쇼핑몰 개장

☎ 041) 633-3555~7

☎ 041)634-1553~4

충남 홍성군 홍동면 홍장남로 7

충남 홍성군 홍동면 홍장남로
660-8

www.hongdongnh.com

www.hsco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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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지원

마을지원

그물코출판사

마을활력소

2001.05~

2011.01.03~

그물코출판사는 서울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홍동면 운월리에 있는 작

마을활력소는 나눔과 연대, 협동에 기초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

은 출판사입니다. 규모와 분수에 맞는, 우리들이 지금 여기에서 만들

를 해결하도록 공익적 주민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돈보다는 사람

수 있는 책을 내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과 농부들의 삶, 협동

을 우선하고, 경제적 효율보다는 생명이 살아 숨쉬는 지역사회를 그려

조합과 마을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책으로 만들

보며 마을과 지역 일을 돕고 거드는 지역밀착형 중간지원 조직을 지향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또, 마을 사람들이 언제든 편히 찾아와 책을 만날 수 있는 ‘느티나무헌
책방’과 ‘한평 전시장’을 함께 꾸리고 있습니다.
걸어온 길
2010.07.27 행안부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공유 및 마을자립지원센터 설립 제안

걸어온 길

2010.08.28 지역센터 설립을 위한 준비모임 구성 (이후 4차례의 준비모임)

2001.05

출판사 설립

2010.09.17 지역센터 설립을 위한 제1차 마을토론회 개최

2002.03

첫 책 ‘녹색시민 구보씨의 하루’ 출판

2010.11.02 지역센터 설립을 위한 제2차 마을토론회 개최

2004.07

충남 홍성군 홍동면으로 출판사 옮기다

2010.12.23 지역센터 홈페이지 구축

2006.04

느티나무헌책방 열다

2011.04.08 지역센터 마을활력소,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2011.12.14 지역센터 완공

☎ 041) 631-3914

☎ 041)632-2918
070)632-6995

충남 홍성군 홍동면 운월리
368

충남 홍성군 홍동면 운월리
737-6

cafe.naver.com/gmulko

14

www.hongseongcb.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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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지원

마을지원

오누이권역

문당권역영농조합법인
2005.07~

2013~

문당권역은 홍동면 문당·금평·화신리 내의 문산·동곡·김애·금평·화신 등

장곡면 홍동저수지를 둘러싸고 있는 도산2리, 신동리, 지정1, 2리 마을

5개 마을 6.5㎢를 사업구역으로 설정하고, 73억여 원(자부담 6억여 원)

에서 생산되는 (오디, 누에, 냉이) 이름을 따서 오누이권역이라고 지었

을 투입해 소득기반시설 등 9개 시설 28개 사업을 2005년부터 2011년

습니다. 오누이권역은 4개 마을 255가구 57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

까지 추진하였습니다. 문당권역 종합개발사업의 공간별 개발방향으로

년 동안 종합개발사업을 진행합니다. 오누이권역은 도시민이 지속적으

는 녹색체험마을(문당리), 복지마을(화신리), 유기농산물 가공(금평리)

로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새로운 귀농, 귀촌 인재들을 유치하

을 특화하여 19개의 시설과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 도농교류와

여 농촌의 공동화를 막고 정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 농가소득을

농촌소득 증대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어 국비 3억원과 발전기금 2천만원

증대하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을 부상으로 받아 지역센터 ‘마을활력소’를 신축하였습니다.

걸어온 길

걸어온 길

16

2005.07

문당권역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확정

2011

사업 완료

2013

농어촌인성학교 지정

2013

오누이권역 사업 시작

☎ 070) 4351-4744

☎ 010)2222-0342

충남 홍성군 홍동면 운월리
737-6 마을활력소 안

충남 홍성군 장곡면 도산 2리

17

마을사업

마을사업

(주)다살림

농업회사법인

(주)홍성풀무

2009~

2009~

(주)다살림은 농업 및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중시하며, 농민과 기업이 함

홍동 지역 유기농업 가운데 논농사가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데 비해

께 잘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추구합니다. 믿고 드실 수 있는 친환경 농

쌀 소비량은 해마다 줄어들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떡을 만들기로 결정

축산물을 가공, 유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건강과 생산자들의 소득 안

하고 공장을 설립하였습니다. 지역 친환경농가의 안정된 생산을 보장

정을 도모합니다. 유기농업과 유기축산이 순환하고 인간과 자연이 순

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친환경 농산물 가공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려

환하는 행복한 농촌,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원료인 쌀은 지역에서 기른 친환경 쌀로 색

성장촉진제, 방부제, 화학조미료 등으로 범벅이 된 먹을거리는 우리 몸

소, 방부제, 유화제, 감미료를 넣지 않고 전통적인 맛을 내기 위해 노

에 들어와 갖가지 질병과 체질 변화를 일으키는 주범이 됩니다. 이런 문

력하고 있습니다.

제들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친환경농법으로 생산된 농축산물을 원
재료로 사용하여 안전하고 맛있는 식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걸어온 길
걸어온 길

2009

떡공장 설립 / 떡류 식약청 haccp 지정

2009

농업회사법인 (주)다살림 설립

2010

전국친환경가공품 품평회 대상 수상

2010

쌀가루, 쌀스낵류 생산

2011

학교급식 전국으로 확대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2011

쌀빵 및 우리밀 빵 생산, 친환경학교급식, 민우회생협 등에 납품

2012

해외 떡 수출

전국친환경농산물품평회 대상 수상

2013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우수기술업체 선정

2012

베이비페어, 킨텍스, 세텍 등 육아박람회 부스 운영

☎ 041) 632-6997

☎ 070)7727-8855

충남 홍성군 홍동면 문당리
147-3

충남 홍성군 홍동면 금평리
223
www.62ba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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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지원

마을지원

하늘공동체

홍동면사무소

2002~

1982~

하늘공동체는 혼자 살아가기 힘든 장애인들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 가

홍동면사무소는 홍동면의 행정사무를 맡아보는 기관입니다. 면사무소

족 성격의 장애인 공동체입니다. 장애인들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

1층에는 민원 및 행정업무를 맡아보는 공간이, 2층에는 누구나 이용 가

받고 적절한 돌봄과 교육을 통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지역사회에서

능한 체력단련실과 건강관리실, 회의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데 뜻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가운데 각자 개개인의 능력이 개발되고 최대한
의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며 공유해 나가기를 소망하고 매년 심리재활
프로그램으로 영화 관람, 야외 나들이, 문화예술관련 행사 참여, 지역
공동체 참여, 감자 고구마 캐기 체험 행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걸어온 길
1982

홍동면사무소 설립

▶홍동?

걸어온 길
2002

조건부 신고시설

홍동(洪東)이란 명칭은 1914년 3월 16일 충청남도령 제3호로 행정구역이 개

2004

삼성복지기금 행복둥지사업으로 60평 건축 지원

편(18개 리, 41개 마을)되면서 홍성의 동쪽에 위치해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입

2006

10명 미만 장애인 개인운영 신고시설 등록

니다. (삼한시대에는 마한의 감계비이국으로, 통일신라시대에는 려양현, 고려
시대에는 홍주목의 결성군 홍양현, 조선시대에는 홍주목 번천면으로 불렸습
니다.)

☎ 041) 634-8540

☎ 041)630-9363
070)632-6995

충남 홍성군 홍동면 월현리
142-1

충남 홍성군 홍동면 운월리
296
www.hongseo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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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지원

마을지원

홍동밝맑도서관

홍성여성농업인센터

2011.10.22~

2002.04.20~

2007년 풀무학교 개교 50돌을 맞아, 학교를 만들 때부터 설립자 분들이

홍성여성농업인센터는 2002년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신규 사업으

‘학교와 지역은 하나다’라는 생각을 실천해왔기에 학교와 지역이 같이 쓰

로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자아실현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

는 도서관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홍동은 지명이고 밝맑은 설립자의 한 분

이기 위한 농촌 정착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성농업인들이 안

인 이찬갑 선생의 호입니다. 현관에 들어서면 어린이들 책읽어주는 두밀리

심하고 농사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육, 방과후공부방 운영을 통해 자

방이 있습니다. 두밀리는 풀무학교 교사로 있다가 화상을 입고도 꿋꿋이

녀들을 마을에서 함께 키우며, 다양한 고충 상담과 교육, 취미, 문화 등

살았던 채규철 선생이 운영하던 ‘자연학교’가 있던 가평의 마을 이름입니

자기개발 활동을 통해 여성농업인들이 주인이 되어 맘껏 자신을 펼칠 수

다. 그리고 지역 작가 코너와 아고라방이 있습니다. 지식과 사상의 광장이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요. 2층에는 소모임방과 마을돈실행모임, 마을공동체문화공부모임, 국
문학과 역사책, 성서조선 원본 등 희귀본 전시, 3층은 서창실과 뿌리독서방

걸어온 길

이 있습니다. 회랑은 장터, 동네결혼식, 바자회, 놀이터 등으로 쓰입니다.

2002.02.19
2002.04.20
2004.12.31
2008.04.26
2008.08.19
2010.02.12
2010.04.17
2013.04.17

밝맑도서관은 책을 중심으로 벗들이 모여 마을을 이루는 꿈을 꿉니다.
걸어온 길
2007.12

건립추진위원회 창립대회

2011.01

준공

2011.10.22 개관

22

충청남도 여성농업인센터 사업자로 홍성 선정
개소식 / 필수사업으로 보육 및 방과후교실 업무 시작
보육시설 신고 완료
홍성여성농업인센터 직매장<함께 먹는 식구들> 개장
(사)홍성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법인 등기
신축 복지회관 입주
장곡에서 여농센터 부설 <신나는 공부방> 시작
농어촌희망재단 지원금으로 장곡 구보건소로 공부방 이전

☎ 041)
070) 634-2333
632-6995

☎ 041)633-0130

충남 홍성군 홍동면 운월리
658-7

충남 홍성군 홍동면 운월리
314

cafe.naver.com/hongdonglibrary

cafe.daum.net/yeonong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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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교육

마을교육

갓골목공실

갓골어린이집

2007.11~

1981.03~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나무, 창작, 놀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길 바라는

갓골어린이집은 유아교육의 불모지였던 농촌 지역에 지역주민들의 자

마음과 내 손으로 가구를 만들고 그네를 만들고 그렇게 스스로 창작하

발적인 참여로 설립되었습니다. 이사회와 교사협의체, 보육시설 운영위

고 만들며 하나가 될 수 있는 공간을 바라며 풀무 전공부 뒷마당 층층

원회, 식단위원회가 씨줄날줄로 서로 도와가며 어린이들과 어린이집의

나무 아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역 농민들의 집수리, 목공교실 등 사

건전한 교육, 운영, 건강, 생활, 지역과의 관계들을 책임지며 가꾸고 있

랑방 구실을 하며 지역 목공실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갓골목공

습니다. 갓골어린이집은 21세기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일구어나가

소는 누구에게나 친근한 나무를 매개로 서로 어울리고 재미난 놀이를

는 홍동지역 속에서 주민과 함께, 또 그런 공동체를 더욱 발전시키는 미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지역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래의 성장점이면서 희망으로 자리매김하려 합니다.

걸어온 길

걸어온 길

2007.11

갓골목공실 시작

1979

농촌지역 어린이집의 필요성 인식하고 준비위 꾸림

2008

햇살배움터 목공교실 시작

1981.03

입학생 42명으로 개원

2009

홍동중 특수반 목공수업 시작

1993

사회복지법인 갓골어린이집으로 개원

2010

풀무고 도서관 작업

2003

장애 통합 어린이집으로 특수보육시설 지정 / 유기농 급식 시작

2012

밝맑도서관 작업 / 수원협동조합센터 작업

2008

시간 연장 보육시설(저녁 9시30분)로 지정

2013

홍성이주민센터 도서관 작업 / 생미장터 작업 / 햇살목공 /

2009

대전충남생태유아공동체 가입 및 활동

꿈뜰목공 / 성인목공 / 기타 목공수업 진행

24

☎ 010) 9484-3098

☎ 041)633-3221

충남 홍성군 홍동면 운월리
790

충남 홍성군 홍동면 운월리
368-20

mokgong.tistory.com

cafe.daum.net/gatg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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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교육

꿈이자라는뜰

논배미

2010~

2009.02~

꿈이자라는뜰은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농사 일을 통해 건강한 일꾼으로 성

논과 밭에서 배우고 뛰어노는 미래를 위한 시간이란 의미를 가진 논배

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교육 특수교사와 마을 주민교사가

미는 지역농업단체들이 직접 진행하는 도농교류활동의 한계와 문제점

협력하여, 유기농업에 생태교육과 직업교육을 엮은 ‘전인교육과정’을 만들

을 느끼고 그 대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을이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배우

논생태활동을 통해 논이란 공간은 햇볕과 땅과 물과 다양한 생명이 어

고, 익히고, 관계 맺고, 자기 자리를 찾아, 제 몫의 일을 하며, 이웃과 더불

우러져 공생하며 순환하는 생태계라는 것을 이해하고 생명의 존엄성,

어 살아가는 모습을 꿈꿉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돕고 배우며 어

생태계의 가치,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지식과 소중함을 알리는 것이 목

울려 살아가는 마을을 꿈꿉니다. 장애는 더불어 사는 마을의 꽃입니다.

적입니다. 또한 유기농사의 가치와 의미를 알고 ‘생명을 키우는 농부’
라는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려 합니다.

걸어온 길
2009.09
2009.10
2009.11
2010
2011.03
2011.05
2011.09
2012.06

26

특수교육대상학생 직업교육과정개발을 위한 준비모임
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마을의 큰 그림을 준비하는 모임
건강한 일꾼을 키우는 주민교사들의 공부모임 (매년 1회 이상 진행)
꿈이자라는뜰 배움터 (1년 과정:원예교실, 목공 / 풍물 / 어울림교실 매년 진행)
꿈이자라는뜰 운영위원회 구성 (교사회의와 분리)
꿈이자라는뜰 농장 만들기 시작
꿈이자라는뜰 농장들이
꿈이자라는뜰 허브데이 (이후 매년 1회 진행)

걸어온 길
2009.02

논배미 설립

2010

어린이집과 함께 논학교 수업 시작

2012

농촌기술센터 ‘산.들.바다 농촌체험학교’ 참여

2013

논생태 마을교사 양성과정 5기 운영

2014

논생태 마을교사 양성과정 6기 운영

☎ 010) 4751-4316

☎ 070)4607-2623

충남 홍성군 홍동면 팔괘리
628

충남 홍성군 홍동면 운월리
368

greencarefarm.org

cafe.daum.net/nonba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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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교육

마을교육

문당환경농업마을

원예조합 가꿈
2011.03.01~
협동조합의 기본 이념을 지향하는 원예조합 가꿈은 마을을 아름답게

친환경 유기농업의 본고장으로 오리농 쌀과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마

가꾸고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기 위해 원예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정원

을입니다. 대한민국 토종 소나무가 마을을 둘러싸고 있어서 그 진한 향

조성을 통하여 지역생태계를 복원하며 농촌 및 도시지역의 주민과 학생

을 언제라도 맛볼 수 있으며, 연중 각종 농촌체험과 유기농 관련 강의

들을 위한 교육, 연구, 조사 활동과 농업에 관계되는 단체를 원예로 지

를 들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인성학교와 충남교육청 체험마을로 지정

원하는 활동을 목적으로 합니다. 식물 묘목 생산, 원예 교육, 정원 조

되어 농촌체험 교육을 사계절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친환경농

성, 식물상 조사, 원예 관련 상품 판매 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를 위한 다양한 단체가 있어 견학도 가능합니다. 또, 흑미 염색하기,
들풀 발효액 만들기, 붕어 잡기, 유기농 쌀로 떡메치기 등 계절별 다양
한 체험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걸어온 길

걸어온 길
2003

풀무생태농업 전공부 ‘생활원예강의’ 시작

1993

일본에서 오리농법 도입 및 보급 확대

2003

홍동중 특수반 전공부 산책 시작 / 홍동초 특수반 확대

1993~

나눔의 잔치 행사 유치 (도시소비자 메뚜기 잡기 등)

2008

꽃나눌 개인정원 조성

1999

환경보전농업시범마을 조성 (유기농재배)

2000.12

문당환경농업교육관 설립 / <21세기 문당리 발전 백년 계획> 발간 /

2002.04

농촌생활유물관 설립

2007

농촌종합개발 사업 추진 및 사업 운영

2011.03.01 마을활력소 지원으로 원예조합 가꿈 시작
2011

교육사업, 조성사업, 정원·화단 설계 사업 진행

2012

풀무학교생협 옆 건물로 사무실 이전

일본 오리농법 단체와 교환 방문 교류

☎ 070) 4607-7301

☎ 041)631-3538

충남 홍성군 홍동면 운월리
368

충남 홍성군 홍동면 문당길
141
mundang.invi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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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교육

장곡신나는지역아동센터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2010.04.17~

1958.04.23~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아동복지시설로서, 장곡면에서 초등학교를

‘더불어 살아가는 평민’을 기르는 풀무학교는 진리에 겸손하고 인간을 존중하

다니고 있는 26명(장곡초, 오서분교, 반계분교, 대평초)의 아이들이 이

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을 인간형성의 기본내용으로 성서를 포함한 교양과 보

용하고 있으며, 학교교육을 보충하는 방과후학교의 기능을 벗어나 아

통, 실업과목을 조화롭게 가르치고 배우는 전인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전교

이의 가정상황과 욕구, 수준을 고려하여 보호, 교육, 문화, 복지, 지역

생은 생활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원리를 익히며 사랑을 배우는 전일제 생활관

사회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활을 하고 있으며, 학생자치활동인 학우회와 교직원과 학생이 함께 협의하
는 전교회의, 학생이 학교생활을 즐겁게 하며 개성을 찾아가는 동아리활동이
활발합니다. 누구나 주인공으로 타고난 자기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맡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가운데 공동체의 정신이 살아나는 작은 학교를 지향합니다.

걸어온 길

걸어온 길

2010.04.17 장곡신나는지역아동센터 개소

1958.04.23
1963.03.09
1975.09
1977.11.11
1979.02.15
1983.02.28
1993.11.04
2001.03.28

2013.04.17 장곡 구보건소를 리모델링해 이전하고 개소식

풀무고등공민학교(풀무학원) 개교
농업고등기술학교 개교
일본 애농회 고다니 준이치 회장 방문으로 유기농업 시작
일심회 최태사 선생 협력하여 학교법인 풀무학원 설립 인가
고등공민학교 폐교
고등학교 학력 인정학교 지정
후원회 모금으로 생활관 건축(94년 전교생 생활관 생활 시작)
2년제 생태농업과 전공 과정 개교

☎ 070) 4128-0518

☎ 041)633-3021

충남 홍성군 장곡면 도산리
461-5

충남 홍성군 홍동면 팔괘리
664
www.poolmoo.cneh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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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교육

생태농업전공과정

햇살배움터교육네트워크

2001.03.28~

2008~

2년제 마을대학(Community College)을 지향하는 풀무학교 전공부

홍동-장곡지역의 배움터와 일터가 힘을 모아, 아동-청소년들을 지원하

는 매년 10여 명의 학생들이 농업과 인문정신을 배우며, 공동체 속에서

는 교육네트워크입니다. 학교 밖, 마을 안 다양한 일터와 함께 온 마을

더불어 사는 농민이 되고자 공동기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학년 때는

배움터를 만들어 가며, 홍동-장곡지역에 학생 수가 줄어드는 작은 학

주로 농사철에 따른 농사일을 익히고 농촌에서 참되게 살아가기 위한

교의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교실을 지원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

인문수업을 체득하며, 2학년 때는 스스로 농사일을 주도하는 자율, 자

을 학교와 지역에서 찾고,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개별적인 지원을 합니

치 학습과 함께 과제와 논문을 수행함으로써 참된 농부가 되는 과정을

다. 더불어 아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마을교사, 학부모를 돕

밟아갑니다. 이렇게 2년의 교육과정을 통해 농촌과 농업을 회생시키기

습니다.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위한 마을의 일꾼이 되는 것이 전공부의 교육 목표입니다.

32

걸어온 길

걸어온 길

2001.03.28 개교

2008

2011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2008~2011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의 후원)

2014.02

7명 창업 / 7명 입학 예정

2010

장곡지역으로 지원 확대

2012

햇살배움터교육네트워크 구성 (삼성꿈장학재단의 후원)

‘홍동햇살배움터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시작

☎ 041) 634-9847

☎ 010)2686-3151

충남 홍성군 홍동면 운월리
790

충남 홍성군 홍동면 운월리
792-6 1층

www.poolmoo.net

onmaul.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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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씨앗도서관

홍동중학교

2015.02.28~

1971.03.11~

씨앗도서관은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주듯이 씨앗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홍동중학교는 작지만 강한 교육프로그램이 있는 학교, 지역사회와 더

씨앗을 빌려 농사를 지은 사람이 조금이라도 씨앗을 되갚을 수 있도록 합

불어 자연과 환경 친화적인 특색교육이 있는 학교, 삶을 체험하며 배움

니다. 씨앗도서관은 우리의 토종 씨앗을 지키고 씨앗의 역사를 복원하는

을 닦는 학교입니다. 모두가 1등이 될 수는 없으나 꿈을 이룰 수 있는

일, 마을에서 토종 씨앗을 보급하고 교환하는데 힘쓰는 일, 그리고 우리

진로교육,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문제 해결력을 바탕으로

가 농사짓기에 앞서, 항상 씨받는 일을 아이 돌보듯이 소중하게 해오던

창의적 사고력을 기르는 교육, 다양한 문화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넓히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남기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고 배려와 나눔, 공유와 소통을 체험하는 교육을 지향합니다.

걸어온 길

걸어온 길

2010

씨앗모임 시작

1971.01.16 학교 설립 인가 (9학급)

2011

두 번째 씨앗모임

1971.03.11 개교 (3학급 편성)

2013

세 번째, 네 번째 씨앗모임

1995.02.06 특수학급 1학급 배정

2014

씨앗마실 시작

2013.02.15 제40회 졸업식 (50명 / 총 6,431명)

☎ 070) 4351-3764

☎ 041)631-8072

충남 홍성군 홍동면 운월리
792-6

충남 홍성군 홍동면 광금남로
735

hs-seed.com

www.hongdong.cnem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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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교육

환경농업

홍동초등학교

은퇴농장

1922.04.21~

1995~

친환경 농업의 메카인 홍동면에 자리잡은 홍동초등학교는 90여 년의

은퇴 후 시골에서 농사짓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1995년

유구한 역사와 빛나는 전통을 바탕으로 지역 인재를 배출하고자 노력

시작한 은퇴농장은 현재(2013년) 15명의 입주가족이 함께 농장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농산어촌 전원학

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임대하여 생활하고, 식사는 공동으로 함께합니

교, 디지털 교과서 시범학교 운영, 생태교육과 학교숲 가꾸기를 통한

다. 유기농 채소를 길러 인근 유기농 매장으로 납품합니다. 된장, 김치,

마음 꽃피우기 등은 특색 있는 교육활동으로 행복한 배움터를 만들기

장아찌들을 만드는 체험행사를 하거나, 직접 만든 농산물 가공품을 팔

위한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기도 합니다. 건강한 소일거리가 보람된 소득으로 이어지는, 은퇴 후 귀
농을 함께 만들어 가는 곳입니다.

걸어온 길

걸어온 길

1922.04.21 개교(4년제)
1927.03.31 6년제 인가
1981.03.01 홍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개원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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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 전원학교 운영 우수교 선정

1995

설립

1996

공동생산한 유기농산물을 도시소비자와 직거래 시작

2002

가공시설 준설

2009

농촌진흥청 은퇴 후 귀농인 농촌정착을 위한 매뉴얼에 등록

☎ 041) 633-3040

☎ 041)633-2925

충남 홍성군 홍동면 운월리
221

충남 홍성군 홍동면 홍원리
1044-5

www.hongdong.cnees.kr

www.eunto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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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농업

환경농업

평촌목장

정농회

1980~

1976~
정농회는 경천애인(敬天愛人)의 진리를 농업으로 구현하여 우리나라

평촌목장 사람들은 넓고 아늑한 축사, 질 좋은 먹이 공급 등 유기농 사

전 농토가 화학적 오염으로부터 벗어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질서를

양관리를 통하여 젖소들의 행복한 생활을 돕습니다. 행복한 생활을 한

보전하는 생명농업으로 조속히 전환할 것을 바라고 유기농업을 실천함

젖소들은 좋은 우유를 만들고, 사람은 인공향료, 색소, 방부제 등의 식

으로써 전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활풍토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

품첨가물은 절대 넣지 않고 정직하게 요구르트를 만듭니다. 먹는 사람

로 창립되었습니다. 지금도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도, 만드는 사람도, 젖소도 행복한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않는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약 500명의 회원들이 전국 7개 지회를 구성
해 각 지역 유기농업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1월 중
순 정기연수회와 총회를 열어 영농지식과 현장경험을 나누는 등 회원들
의 유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걸어온 길
1976
1995
1995
1996
2002
2006

걸어온 길
정농회 창립
20주년 기념 <정농회보선집> 발행
생명역동 농법 도입 및 농사력 발행
일본 애농회와 한,일 평화교류회 개최 / 농림부 사단법인 등록
우리쌀 지키기 100인 100일 걷기 대회
정농 30주년 기념행사

1980

송아지 한 마리로 평촌목장 시작 (우유는 모두 유업회사에 납품)

2003

영농조합법인 풀무우유 설립

2004

유가공업 허가 취득. 유기농 가게를 통한 판매 시작

2010

관내 어린이집 및 학교급식, 친환경 가게 납품

2010

전국 가정으로 주문 배달 및 전문 유통 조직을 통한 판매 시작

☎ 041) 631-2145

☎ 041)631-3433

충남 홍성군 홍동면 운월리
792-6 1층

충남 홍성군 홍동면 금평리
389

cafe.daum.net/jeongn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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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농업

환경농업

풀무환경농업영농조합법인

홍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

1980~

2005~

풀무환경농업영농조합은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농민들의 자발적인 생산

지역의 자연순환농업을 실천하며 지역농업공동체를 지향하는 친환경농산물 생

협동조합, 생산, 가공, 유통의 지역환경 농업, 중소농 중심의 경종과 축

산자 조직입니다. 1997년부터 유기농을 시작해 온 홍성유기농영농조합은 유기

산의 순환형 농업 추구를 목표로 만든 생산자 조직입니다.

농업쌀 작목반, 친환경채소류 작목반, 무항생제 축산작목반에서 80여 명의 생

걸어온 길

안전한 친환경농축산물은 유통단계를 줄여 저렴한 값으로 도시 소비자 단체와

1960
1980
1989
1994
2000
2002
2005
2009
2010
2011
20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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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농업고둥학교 학생생협으로 태동
풀무소비자협동조합으로 확대 창립
유기농산물 직거래사업 시작
소비자와 함께하는 오리입식행사와 가을걷이 나눔의 잔치 시작
재경부 산하 풀무생활협동조합으로 재창립
홍동면 금평리 유기농산물산지물류센터 준공
유기농벼 50억, 채소 20억, 축산 30억 총 103억 매출
농민조합원 650명, 산하작목반 60개
하반기부터 경영 개선 시작
iCOOP생협 신성식 경영대표에게 풀무영농, 풀무생협 경영 위탁
경영 개선 향후 계획을 놓고 임시총회 진행
생산법인을 설립(주곡, 축산, 채소환경영농조합)해 일부 사업을 남기고
1차 농축산물 매입출 사업 각 법인에 이관. 경영 위탁 종료
경영 개선은 지속적으로 실행하여 누증적자 해소 완료 예정
홍성센터 건립 예정

산자가 친환경농축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연순환농업을 통해 생산되는
직거래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 소비자와 농촌의 생산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홍성유기농영농조합은 2011년 충남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아 직
영농장을 운영하며 귀농하는 사람들의 영농기술 습득 및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의 농촌형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지역농업공동체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걸어온 길
2005
2006
2008
2009
2010
2012
2013.03
2013.08.14

홍성유기농영농조합 생산자 20여 명으로 창립
유기농축산물 출하 시작
소비자와 함께하는 쌀농사(15,000평) 진행
충남농업발전대상(환경농업분야) 수상
충남형 사회적기업 선정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 홍성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참가
홍성유기농직영식당 생미 개장
생미장터 개장

☎ 041) 632-9025

☎ 041)641-6268

충남 홍성군 홍동면 금평리
233

충남 홍성군 장곡면 신풍리
60-1
www.hsloh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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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쉼터

귀농·귀촌인 임시거주공간

귀농인 장기체류공간

충남 홍성군 장곡면 도산리 461-5

충남 홍성군 홍동면 금평리 279-1

장곡신나는지역아동센터 2층

☎041)634-4694

☎041)631-8182

원룸(6평,7평) 2개

원룸(9평) 3개

▶ 귀농·귀촌인 임시거주공간?

▶귀농인 장기체류공간?

홍성군 귀농·귀촌 체험 및 준비를 위해 방문한 귀농·귀촌인이 잠시 머물 수

홍성군에 귀농·귀촌하려는 분들을 위해 홍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일부 비

있는 임시거주공간입니다. 홍성군귀농지원연구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

용을 지원하여 만든 장기체류공간입니다.

며 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비용만 받고 있습니다.

▶ 체류 비용

▶ 체류 비용

3일 이내 (20,000원 X 일) / 4일~15일 (80,000원) /

1개월 (150,000원 X 월)

16일~1개월 이상 (150,000원 X 월)

전기,가스,수도비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42

전기,가스,수도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43

자립하는 마을 생각하는 농민

우리 마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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