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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농촌은 인구 과소화에 따른 공공·생활서비스의 축소로 인해 정주환경이
열악해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에 관심을 가지고 농촌에서
새로운 시작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농촌 지역의 활력을 기
대할 수 있는 기회의 시기에 다양한 주민 수요에 부응하는 정주환경을 갖
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4차 산업혁명 등 과학기술이 가져올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현 시점에서, 과학기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증
가하고 있다. 사회문제 해결, 정주환경 개선,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혁
신 활동을 촉진하는 정책이 다방면에서 추진되고 있다. 과학기술에 기반하
여 기존 공공·생활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정주 인프라를 혁신하는
것은 농촌 정주환경 개선에 있어서도 긴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혁신 정책 추진에 앞서, 농촌의 고유
한 수요와 혁신 여건을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주거, 교육, 교통, 보건·복지
등 농촌 정주환경 각 영역에서 혁신 수요를 정리하고, 혁신 여건을 분석하
여 정책 추진 방향과 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농촌의 사회적 혁신 수요와 혁신 역량을 조사하고 분석한 이 보고서의
내용이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혁신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설정하는
데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018.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iii

요

약

연구 배경
○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수요 감소로 공공·생활서비스 관련 농촌

정주여건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단시일 내에 개선될 가능성은 낮다.
재정투입의 확대를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방식 또한 한계가 따른
다. 최근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새로운 경향으로 기술혁신의 사회적 가치
에 주목하는 사회적 혁신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사회 문제 해결 등 사
회적 가치에 초점을 둔 사회적 혁신정책 및 그 성과들은 새로운 방식의
공공·생활서비스 공급을 통해 농촌 정주환경 개선에 활용 가능하다. 하
지만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혁신정책 및 지원사업들은 도시 정책
을 비롯한 타 정책 부문에 비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혁신
정책의 추진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촌 정주여건
과 관련한 사회적 혁신 수요를 파악하고,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혁신 여건을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
○ 이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통계자료 분석, 전문가 설문 및 현장방문조사,

초점집단면접 등을 실시하였다. 문헌조사는 사회적 혁신정책과 관련한
국내외 선행연구, 과학기술 및 관계 부처 관련 계획, 정책 및 사업 그리
고 해외 정책 프로그램에 대해 검토하였다. 통계자료 분석은 농촌 정주
환경에 대한 기존 통계 자료를 살펴보고, 국가 연구개발 과제 DB에서
도시와 농촌 정주환경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 과제 정보를 추출하여 혁
신활동의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농촌 정주환경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농촌 사회적 혁신 수요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혁신 관련 정책,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는 현장을 방
문하여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교통, 교육, 주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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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에 대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여 농촌 사회
적 혁신 수요 및 정책 과제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및 시사점
○ 농촌 정주환경 개선 관련 혁신정책 추진 여건을 분석하여 농촌 사회적

혁신 활성화의 제약 요인을 도출하였다. 농촌 정주환경과 관련한 혁신
활동의 근거가 되는 기본계획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농촌
정주환경 개선 관련 혁신 활동에 대한 재정투입이 도시 지역에 비해 낮
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또한 도시와 비교할 때, 농촌 정주환경 개
선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주체의 수와 다양성이 상대
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혁신주체의 지역적 편중으로 인해
농촌 지역의 수요에 대응한 혁신주체 저변이 열악하다.
○ 전문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농촌 교통, 교육, 주거·에너지, 보건·복지

부문의 사회적 혁신 수요를 도출하였다. 농촌 교육 여건 개선과 관련하
여 이를 위해 농촌 지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ICT 기반 학교 운영 모델의 실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무인자동차의 활용을 포함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및 지역 교통안전 여건 개선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실증
연구 수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주택·에너지 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저렴한 비용의 농촌 주택·에너지 공급 모델의 개발 및 적용
그리고 난방비 절약을 위한 생활기술의 보급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
었다.
○ 각 사회적 혁신 수요와 관련하여 앞서 밝힌 제약요인으로 인해 실제 혁

신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수준의 연구개발이
필요하지만, 농촌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 국가 연구개발 과제나 실증 연
구의 추진이 미흡했다. 농업·농촌 분야 혁신주체의 정주환경 관련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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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의 비중을 높이고, 타 부문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할 필요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농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기술 개발, 기
술 보급 및 교육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의 육성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혁신정책 추

진 방향 및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다. 첫째, 정책 추진체계와 관련하여
농식품 과학기술 기본계획 및 농촌 정주환경 관련 기본계획에서 농촌
정주환경 개선 관련 연구개발, 기술 보급 등 사회적 혁신과 관련한 정
책 수단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관련 계획에 입각하여 농촌 사회
적 혁신 수요의 체계적인 파악이 필요하다. 셋째, 농촌 개발을 위한 정
책·사업에서 혁신 프로그램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농촌 공동체회
사 육성 등 기존 정책, 사업을 활용하여 농촌에서 사회적 문제에 관심
을 가지고 혁신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주체를 육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업·농촌 부문의 혁신기관들이 기존 연구영역 외에
농촌 정주환경 개선과 관련한 혁신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
록 기능의 확대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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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cial Innovation Policy Implementation Plan for
Improving the Rural Settlement Environment
Background of the Study
Due the weakening demand owing to depopulation and aging population,
the rural settlement conditions related to public and living service are in
a difficult situation and it is unlikely to be improved in a short period of
time. There is also a limit to the way to improve the settlement conditions
by simply expanding financial input. Recently, the social innovation policy
that focuses on the social value of technological innovation is spreading as
a new tendency of innovation policy. Social innovation policies and outcomes focusing on social values such as social problem solving can be utilized to improve the rural settlement environment through provision of new
public and living services. However, innovation policy and support projects
for improving the rural settlement environment are not being systematically
implemented compared to urban areas or other policy secto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direction and tasks of social innovation policy using technology to improve the rural settlement environment. In order
to achieve this, we identified the social innovation demands for improvement of rural settlement conditions and analyzed social innovation conditions for improvement of the rural settlement environment.
Study Methods
In this study, we conducted literature review, statistical data analysis, an
expert questionnaire survey, field visit survey, and focus group interviews.
For the literature review,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science and technology, relevant ministries’ plans, policies, projects, and policy programs in
foreign countries regarding social innovation policy were reviewed. For the
statistical data analysis, the existing statistical data on the rural 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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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were review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novation activities were compared and analyzed by extracting the national R&D project
information on the urban and rural settlement environment from the national R&D project database. The questionnaire survey on the demand for
rural social innovation was conducted with experts in the rural environment
field. In addition, interviews were conducted at sites where the policies and
programs related to social innovation are being carried out. Lastly,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experts in traffic, education, housing
and energy sectors to investigate rural social innovation demands and policy tasks.
Results and Implications
The constraint factors of revitalization of rural social innovation were derived by analyzing the conditions of the innovation policy implementation
regarding the improvement of the rural settlement environment. The basic
plan for the innovation activities regarding the rural settlement environment
was found to be insufficient. In consequence, the financial input for innovation activities regarding improvement of the rural settlement environment was lower than that of urban areas. Also, the number and diversity
of entities participating in R & D with interest in improvement of the rural
settlement environment were relatively low compared to urban areas.
Lastly, since the innovation entities are concentrated in urban areas, the
base of innovation entities to address the demands of rural areas is poor.
The expert demand survey was conducted to derive the demand for social innovation in rural transportation, education, housing, energy, health
and welfare sectors. We found that in order to improve rural education
conditions, it is necessary to develop educational contents that can be used
in rural areas and demonstrate an ICT-based school operation model. Also,
in order to improve rural transportation conditions,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a variety of empirical studies at the local level for the promotion of
national R&D projects including the utilization of unmanned vehicles and
improvement of regional traffic safety conditions. The survey result suggested that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low-cost rural housing and energy supply models and distribution of living technology for saving heating
costs are needed for improvement of rural housing and energy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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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ddition, it is found that regarding each social innovation demand,
there is a difficulty in activating actual innovation due to the constraint factors mentioned above. There is a need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at the
national level, but the mid- to long-term national R&D tasks and empirical
research on rural areas are insufficient. Thu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settlement environment-related innovative activities of agricultural and rural innovation entities and to expand a cooperation network
with other sectors.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nurture competent authorities to carry out the educational projects and strengthen capacity to
promote the technology development, technology dissemination and education business with an interest in the rural issu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direction of the social innovation policy and the policy tasks for improving the rural settlement environment were derived. First, in relation to the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include social innovation-related policy measures
such as R&D for improvement of the rural settlement environment and
technology diffusion in the basic plans for agri-food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rural settlement environment. Second,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identify the demands for rural social innovation based on the
relevant plan. Third,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innovation programs in
policies and projects for rural development. Fourth, it is necessary to cultivate various types of entities that are able to carry out innovation activities
with interest in social problems in rural areas by utilizing existing policies
and projects such as cultivation of rural community companies. Lastly, in
addition to the existing research areas, the innovation organizations in the
agricultural and rural sectors are required to expand their functions to actively promote innovation activities for the improvement of the rural settlement environment.
Researchers: Jeong Dochae, Kim Yongwook, Kim Gyeongin
Research period: 2018. 1. ~ 2018. 10.
E-mail address: dcchung@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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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농촌의 정주여건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의
료, 교육, 교통 등 공공·생활서비스 수요 감소로 해당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들이 줄어든 것이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이다.
재정투입을 확대하여 부족한 공공·생활서비스의 공급을 유지하는 것은 한
계가 있다. 농촌 정주환경 개선에 있어 기존 정책 접근과는 다른 방식의
대응을 검토해 볼 시기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술혁신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며, 경제 성장과 사회
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구하는 ‘통합형 혁신정책(integrated innovation
policy)’의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펠코넨 Pelkonen 2006). 전통적으로

혁신은 산업영역에서 기술 개발이나 조직‧제도 개선을 통해 새로운 수익
을 창출하는 활동으로 정의되었다. 하지만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
에 따른 양극화 및 사회 문제,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문제에 대
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기술혁신에 초점을 둔 정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정책에서도 혁신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
치를 강조하는 사회적 혁신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거
나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추진 계획을 담은 ‘기술 기반
삶의 질 향상 종합대책(2007)’, ‘과학기술 기반 사회 문제 해결 종합실천계
획(2013)’이 수립되었다. 과학기술정책의 최상위 기본계획이라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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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4차 과학기본계획(2018~2022)’ 등에서 과학기술정책 목표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두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회 문제 해결형 기술개발
사업’, ‘시민연구사업’, 과학기술 전담부처와 기술수요부처 간 ‘다부처 공
동기획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사회 문제 해결 등 사회적 가치에 초점을 둔 사회적 혁신 및 그 성과들
은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 공급을 통해 농촌 정주환경 개선에 활용 가능하
다. 일례로, 의료 및 공공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 대상의 원격 건
강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던 ‘U-care(유케어) 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 취약
한 농촌 의료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이준영 2008). 이
외에도 최근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경관‧생태계 보전을 위한 에너지 절감
기술, 패시브하우스 등 다양한 부문에서 기술혁신을 통해 농촌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혁신정책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혁신정책 및 지원사업들은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업 및 타 정책
부문과 비교했을 때,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 농촌 지역·주민의
고유한 수요를 반영한 사업은 소수에 불과하다. 농림식품 분야 과학기술
기본 계획인 ‘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2015~2019)’에서도
국민 행복 제고를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농촌의 정주환경과 관련한
구체적인 비전, 목표, 전략 및 과제는 부족하다.
특히 농촌의 사회적 혁신정책 추진 방식은 자원과 역량이 우수한 타 부
문과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 사회적 혁신은 경제적 동기에 의해 혁신주체
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존 혁신과 혁신주체, 과정, 네트워크 특성, 거
버넌스 등에서 구분된다. 따라서 농촌의 사회적 혁신에 대한 수요, 혁신주
체에 대한 역량 분석 등 농촌 정주환경 관련 사회적 혁신 여건에 대한 분
석을 바탕으로 정책 추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추진되었던
농촌 정주여건 개선 관련 혁신 활동들의 특성과 한계를 살펴보고, 향후 정
책 개선을 위한 방향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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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혁
신정책의 추진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첫째, 농촌 정
주환경 개선을 위한 혁신정책 추진체계 및 혁신활동을 분석하여, 정책 추
진 여건을 진단한다. 둘째, 농촌 정주환경 개선과 관련한 농촌 주민과 전문
가의 수요를 조사하고, 각 사회적 혁신 수요에 대하여, 필요한 기술 특성,
혁신주체, 혁신 과정의 특성 등을 분석한다. 셋째, 농촌 정주환경 개선과
관련한 사회적 혁신정책의 국내외 추진 사례 및 기술 동향을 조사한다. 마
지막으로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혁신정책의 추진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농촌 정주환경 관련 주요 부문에 대하여 현재 문제들을 해결
하기 위한 혁신정책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 정부부처, 지자체, 관련 혁신기
관 등 관련 주체별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3. 선행연구 검토

3.1. 사회적 혁신 개념 및 수단
일반적으로 ‘사회적 혁신’은 새로운 지식이나 아이디어에 기초하여 사회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한다
(Mumford 2002; Moulaert et. al. 2005; Butkeviciene 2009). 또한 경제적

가치에 초점을 둔 기존의 비즈니스 관련 전통적 혁신 개념과 구분하여 혁
신의 또 다른 유형 중 하나로 사회적 혁신을 범주화하여 접근한다(Mulgan
et. al. 2007). 사회적 혁신 논의는 크게 두 갈래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과학기술 분야의 접근으로 ‘사회기술시스템 전환론’에 입각한 혁신정책에
관한 논의이며, 또 다른 한 흐름은 사회 부문에서 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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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정책이나 시장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 조직 수준의 혁신적 행
위와 실천에 초점을 둔 접근이다(강민정 2017; 김병권 2017; 송위진 2016).
과학기술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 혁신은 사회 문제 해결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등의 과학기술혁신 활동에 집중한다. 여기
서는 연구개발, 기술 보급·확산 등을 통해 사회 문제들의 새로운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특징이다(송위진 2018; 황기하 외 2018). 사회 분야에서 논
의되는 사회혁신은 기술보다는 새로운 주체 및 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 문
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둔다(Sutcliffe 2011; 이원호 2014). 두 접근은 정
책 수단이나 실천 과정 등에 있어 구분되지만, 최근 기술 집약형 사회적
경제주체 육성 등과 같이 두 흐름의 접점도 나타나고 있다.

3.2. 사회적 혁신 구성 요소 및 특성
사회적 혁신은 혁신의 주체, 혁신주체 간 네트워크, 지식·기술의 특성,
지식·기술의 교환 등 혁신 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 등에 있어 기존의
혁신 개념과 구분되는 특성을 나타낸다.
혁신의 원천이 되는 기술·지식과 관련하여, 기술 공급자나 시장의 수요
에 대응하여 기술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존속성 혁신(Sustaining
Innovation)’ 대신, 혁신 수요에 전통적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기술과 기능을 개

발하여, 새로운 수요자를 창출해내는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 과
정을 강조한다(Christensen et al. 2006). 최근에는 첨단기술, 신기술 개발 과
정에서도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거나, 중요한 사회 문제 및 미래
이슈에 대응하는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흐름들이 생겨나고 있다(황기하
외 2018). 또한 기존 혁신과정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중·하위 기
술들의 재조합, 확산 등이 혁신의 원동력으로 인정된다(송위진 2011).
혁신주체 측면에서 공공 부문 및 사회 문제 관련 수요자가 중요하게 다
루어진다. 이는 기술의 상용화 및 사업화, 비즈니스 모델의 활용을 위한 시
장이 발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비즈니스 부문의 혁신 과정처럼 일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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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주체의 혁신 참여 유인이 낮기 때문이다(Windrun & Koch 2008). 그러
므로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역량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사회 문제에 대해
실제 체감하고, 다양한 현장 지식을 투입할 수 있는 주체들의 역할이 강조
된다(Moulaert et. al. 2005; 이원호 2014).
사회적 혁신은 수요 중심의 상향식 거버넌스 구축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혁신과 구분된다(Sutcliffe 2011).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기획 연구 등에서는 혁신 과정에서 혁신을 촉발하는 사회적 수요의 발굴·체
계화가 사회적 혁신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황기하 외 2018).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관련 사회 문제의 체계적인 조사·분석 연구가 부족하
며, 이에 공신력 있는 사회 문제 은행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는 연
구 결과도 있다(송위진 2016). 아울러 사회적 혁신의 경우 기술·지식을 보
유·발전시키는 주체와 기술·지식을 필요로 하는 주체 및 영역이 상이한 만
큼 이들을 연결하기 위한 정책·사업의 기획 등이 강조된다(TEPSIE 2014).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혁신은 혁신체계의 일반적인 특성도 포함한
다. 특히 사회적 혁신 또한 사회 문제 등 혁신 수요의 국지성으로 인해 혁
신 과정이 지역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Uyarra 2008). 사회적
혁신주체의 특성과 관련하여 혁신주체 외 지역 주민, 중간지원조직 등 지
역·공동체 기반 주체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것이 사
회적 혁신정책에서 중요하게 강조된다(정서화 2017).

3.3. 농촌 정주환경 개선과 사회적 혁신
기술·지식을 활용한 혁신을 농촌 지역 사회의 변화수단으로 인지하고 혁신을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성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지식, 아이디어와 이의 교환·창출을 지원하는 혁신 네트워크 및 사회
적 자본의 축적이 농촌 발전에 활용될 수 있다(Butkeviciene 2009; Neumeier
2011; 김종선 외 2015).

농촌과 관련한 사회적 혁신정책 추진 연구에서는 농촌에 대한 이해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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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지역 주체들의 중개자 역할을 강조한다. 송위진(2015)은 농촌에서의
사회적 혁신은 농촌의 사회적 요구와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농촌 사회의 유지를 지원하는 활동이며, 그 과정
에서 혁신활동의 외부에 있었던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김종선
외(2015)는 농촌 내 지역공동체 조직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주체
들과 과학기술·ICT 부문을 연계할 수 있는 혁신연계조직 육성 방안을 고
려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특히 중간지원조직들의 기술혁신 연계 역량 확
대를 통한 혁신 창출을 농촌 사회적 혁신의 중요한 과정으로 강조하였다.
농촌 정주공간 변화 및 개선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도 정책 과제 및 수단
으로 사회적 혁신에 해당하는 기술·지식을 활용한 정책 추진을 강조하였
다. 성주인 외(2013) 연구에서는 농촌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기초생활 환
경과 주거 등에 대한 정비, 파트너십에 기반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중간지
원조직 육성 등의 자생적 발전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김연중 외(2014) 연구에서는 농촌 주민의 농촌 생활에너지 효
율성 제고 및 비용 감축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기존의 정책 수단 외에 주
민 참여형 에너지 공급을 위한 적정기술 개발 등의 기술정책 수단을 제시
하였다. 심재헌 외(2017) 연구에서는 미래 농촌 정주공간 변화에 대한 예
측에 기초하여, 인적자본 강화, 지역주도의 계획 수립 체계 마련, 다 부문
정책 융합, 지속가능한 농촌 구현을 위한 농촌 발전 혁신시스템 구축을 제
시하였으며, 농촌 지역별로 상이한 사회 문제들을 확인하고, 농촌 발전
R&D 수행을 위한 정책 수단 도입을 정책 과제로 제안하였다. 송미령 외
(2017) 연구에서는 농업·농촌 정책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농촌을 전 국민

이 향유하는 쾌적한 삶터로 조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농촌 원격지의 생
활환경 개선, 교통모델 사업, 사회혁신형 농어촌 지역공동체 자율서비스
활성화 사업 등의 사회적 혁신 관련 정책 수단을 제시하였다.

서론

7

3.4.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농촌 정주환경을 다룬 선행연구에서 정책과제로 기술에 입각한 혁신이
다루어졌지만, 농촌과 관련한 수요 및 혁신 여건 분석을 통해 종합적으로
사회적 혁신을 다룬 연구는 소수에 불구하다. 과학기술 부문에서 추진되었
던 농업·농촌 관련 사회적 혁신 연구들은 농촌의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정
책 추진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로컬푸드 등 농업 관련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의 다양한 사회적 혁신 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사회적
혁신 선행연구에서 수요의 파악과 체계화과 중요한 과정으로 강조되었다.
농촌의 경우 최소 요구치 미달에 따른 생활서비스 전달의 문제 등 도시 지
역과는 다른 양상의 사회적 문제 및 수요가 존재하며, 차별적 수요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 또한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존의 혁신 시스템 분
석에 입각하여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한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 정주환경 개선과 관련한 계획·정책 현황,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주체,
네트워크, 공간적 분포 등을 분석하여, 그 특성을 바탕으로 정책 추진 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기술혁신에 입각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사회적 혁신정책에서의 기술혁신은 혁신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
회(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기술혁신으로 정의된다. 농촌은
오랜 기간 정주여건이 열악한 공간으로 평가되었던 바, 농촌의 발전을 위
해서는 기술의 고도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농촌이 당면한 현안을 해결
하기 위한 맞춤형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농촌 정주환경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중 농촌 주민의 기초적인 생활 개선과 관련하여 사회적 혁신
의 개념 및 사회적 혁신정책의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주요 부문별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혁신정책의 추진 방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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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범위와 방법

4.1. 연구 범위
본 연구에서 ‘사회적 혁신’은 과학기술 분야의 사회적 혁신 관련 선행연
구들을 종합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변용·적용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활동으로 정의한다. 연구 범위가 되는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혁신’은 기술혁신에 기반하여, 농촌의 정주환경 개선, 주민 삶의 질

제고, 그리고 농촌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으로 한정한
다. ‘사회 혁신’의 용어는 기술혁신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정책 추진체계의 개선, 주체의 다양화 등 다양한 수단과 연계하여 활용
되고 있다.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체,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조직
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주민 조직에 기반한
다양한 실천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범위를 과학기
술 부문에서 사회기술시스템 전환론에 입각하여 논의되어 온 기술 기반의
사회적 혁신으로 연구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확인
했듯이 관련 정책,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가운데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 부문의 논의가 부족했다는 문제인식과 관련 있다.
<그림 1-1> 사회적 혁신 연구 범위

자료: 강민정(2017)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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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정주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는 다양하다.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
(2015~2019)’에서는 삶의 질 및 농촌 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7대 정책 부문

을 설정하고 있다.1 본 연구에서는 ‘제3차 삶의 질 기본 계획’의 7대 정책
부문 중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을 제외하고 농업 부문과 관련성이 높은 6대
영역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혁신정책은 연구개발, 혁신주체 육성
및 인프라 구축, 기술의 보급·확산 등의 기술혁신정책과 기존 농촌 정주환
경 개선을 위한 농촌 개발정책을 포함한다.

4.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혁신 관련 국내외 문헌 고찰, 국가 연구개발 과제
메타 정보 분석, 전문가 설문조사,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 심층인터뷰, 국내외 사례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첫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진흥청,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의 기관 자료를
수집하였고, 기타 국내외 문헌 및 통계자료를 조사·분석하였다. 일본의 사례
는 위탁연구를 통해 총무성과 사회기술 개발연구센터 사례를 조사하였다.
둘째,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지난 10년간(2007~
2017) 정주환경 관련 국가 연구개발 과제를 추출하여 농촌과 도시를 대상

으로 한 연구개발 과제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국가 연구개발 과제 정보에
수록된 연구개발 주체, 연구개발 과제 규모, 기간, 연구개발 단계 및 유형
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정주환경 관련 혁신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셋째, 농촌 정책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사
회적 혁신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농촌 전문가는 농촌 정주환경 관련 연
구 수행 경험이 있는 연구자와 농촌 개발정책 및 사업 담당자, 중간지원조
1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 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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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개방형 설문지를 활용하여 온라인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서 기술혁신을 통해 개선이 가능한 농촌
정주환경 관련 현안과 필요한 기술 수준, 정책 추진 주체 및 연구개발 특
성 등을 조사하였다.
넷째, 정주환경 부문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와 심층인터뷰를 실시하
였다. 교육, 주거·에너지, 교통 부문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각 1회씩 총 3회
의 FGI를 실시하였다. 각 집단별로 4~6명씩 구성하여, 진행시간은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논의 주제에 관한 질문을 작성하여 배포하였고, 관련 질
문에 대해 고민을 한 후 FGI에 참석하도록 유도하였다. 아울러 FGI 외에
도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농촌 정주환경의 문제
및 사회적 혁신 여건에 대해 조사하였다.
다섯째,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혁신이 나타나고 있는 사례를 방문
면접조사하였다. 국내 사례로 완주군 적정기술 협동조합, 서울 혁신파크,
포항시 테크노파크, 충남 적정기술에듀파크 사례 등을 분석하였다.

5. 연구 주요 내용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사회적 혁신정책의
추진 현황 및 사례, 농촌 사회적 혁신 여건 및 문제점, 농촌 정주환경 개선
을 위한 사회적 혁신 수요 및 특성, 그리고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사
회적 혁신정책 추진 방향 및 과제이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사회적 혁신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연구의 범위와 내용, 방법을 다루었다. 제2장에서는 사회적 혁신의 특성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혁신정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았다. 국내 과
학기술 기본 계획 및 유관 계획의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중앙 부처 및 지
자체의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일본, 유럽의 사회적 혁신
관련 계획 및 정책 사례를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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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에서는 농촌의 사회적 혁신 여건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내외 사회
적 혁신정책 추진 현황에 비추어 농식품 부문의 과학기술 관련 계획을 살
펴보고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투입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던 국가 연구개발 과제의
특성을 비교·분석하여 농촌 사회적 혁신 추진 여건을 살펴보고, 제2장에서
살펴보았던 사회적 혁신정책 특성에 비추어 농촌 사회적 혁신정책의 제약
요인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주민, 전문가를 대상으로 농촌 정주환경 관련 사회적 혁신
수요를 파악하였다. 정주환경 관련 각 정책 영역별로 기술혁신을 통해 대
응이 가능한 사회적 혁신 수요를 조사하였고, 필요한 기술 및 혁신 과정의
성격 등을 조사하여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혁신 과정의 유형
을 도출하였다. 각 유형에 대하여 제3장의 제약 요인과 관련하여 사회적
혁신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정주환경 부문별 사회적 혁신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
거·에너지, 교통, 교육 부문에 대하여 현재 농촌 정주환경 실태를 바탕으로
시급히 대응이 필요한 문제들을 체계화하였다. 그리고 각 문제에 대해 현
재의 기술 동향, 혁신주체, 관련 정책 및 사업, 기존 혁신 과정 및 정책의
한계 등을 정리하여, 향후 각 부문별 사회적 혁신 추진 방향 및 과제를 제
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농촌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혁신정책 추진 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계획 체계, 정책 및 사업, 농촌 정주환경 관련 혁신
주체의 역할 및 기능 등을 중심으로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12 서론
<그림 1-2> 연구 추진 체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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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혁신정책 특성

사회적 혁신정책은 혁신 과정이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고 사회 문제를 해
결하는데 기여한다는 관점을 견지하며, 사회적 혁신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
존 혁신정책과는 다른 목표와 정책 수단을 활용한다. 송위진(2015)은 사회
적 혁신정책의 특성을 사회 기술혁신 거버넌스 구축, 공공연구 부문의 역
할, 부문 간 융합, 시민사회의 참여,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혁신정책
의 측면에서 기존 정책과 구분한다.
사회적 혁신정책은 사회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
당사자 간의 협력 관계가 중요하며 이는 부처 간 관계에서 기존 혁신정책
과는 다른 접근을 필요로 한다. 과거 혁신정책이 과학기술이나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추진된 것에 반해 사회적 혁신정책은 사회 문제 관련 사회정책
부처가 참여하며, 과학기술 부처와 다른 부처 간 협력 거버넌스가 강조된
다(황기하 외 2018).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및 기술 기획 등의
협력 사업이 부처 간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추진 중에 있다.
공공 부문의 연구개발 주체들은 기존 혁신정책하에서 혁신 역량의 발전,
원천 기술의 개발, 비즈니스 혁신 지원 기능을 수행해 왔다. 사회적 혁신정
책하에서 공공연구기관들의 역할 변화가 요구된다(Windrun & Koch 2008).
사회 문제의 당사자인 주민,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 혁신정책을 추진하
는 것이 기존 혁신정책과의 또 다른 차이점이다. 사회 문제의 확인, 수요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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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같은 단순한 참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혁신 성과의 실제 적용 및
환류 단계에 이르기까지 주민, 공동체, 지역기반조직의 참여를 필요로 한
다. 이를 위해 전문가와 사회 문제 당사자 간 상호작용 및 교육, 학습, 기술
보급 등의 활동을 매개할 수 있는 플랫폼이 요구된다(정서화 2017; World
Bank 2015; 송위진 2015 재인용).

마지막으로 지역 혁신정책에 있어서도 사회적 혁신정책은 구분되는 특
징을 가진다. 기존 지역 혁신정책은 지역의 경제·산업 성장을 위하여 지역
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부족한 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혁신주체들의 유치와 같은 전략도 활용되었다. 하지만, 사회적 혁
신정책에서 지역 혁신정책은 지역의 고유한 문제를 발굴하거나, 지역 정주
환경 및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혁신 기획을 하는 데 우선적으로 초점
을 둔다. 이 과정에서 지역 내 주체 간 협력이 요구되며,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 공공 부문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송위진 2015).
<표 2-1> 기존 혁신정책과 사회적 혁신정책 비교
혁신정책
혁신정책 거버넌스

사회적 혁신정책

과학기술, 연구개발, 산업 부문 중심 과학기술 부처와 타 부처 간 협력(사회 부처 포함)

공공 부문 혁신주체 역할

민간 주체(대학, 기업 등)와 동일

주민, 공동체 참여

제한적

지역 혁신정책

지역의 산업, 경쟁력 강화

중점 추진 혁신 단계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자료: 송위진(2015)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시장의 관심이 적은 문제 해결형 혁신 기획·수행
어젠다 확인, 기획, 성과 확산 및 환류에 참여
주민, 공동체, 지역 조직 대상의 교육 필요
지역 고유의 문제 발굴·해결
문제 탐색 및 혁신 기획,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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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사회적 혁신정책 관련 계획 및 정책 현황

2.1. 과학기술정책 관련 계획
과학기술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경향은 과학기술 부문의 계획에 반
영되어 사회적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다. 최근
사회적 혁신이 추구하는 가치인 국민 삶의 질 향상, 미래 사회 변화에 대
응한 사회 문제의 선제적 해결 등의 주제들이 국가과학기술계획에 적극적
으로 반영되는 추세이다. 국가과학기술혁신정책의 최상위 정책인 과학기술
기본계획에서부터 기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전략 등을 강조하며, 하위 계획들에서 시민, 공공기관 등 사회적 이슈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지속적인 사회적 혁신정책 추진이 가능
한 개방형 혁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추진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한 다수의 계획에서 국민 수요조사를 통해 각 부문별 사회적 혁신정책 수
요를 발굴하고 이를 체계화하는 것을 주요 실천 과제로 언급하고 있다.

2.1.1.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
과학기술기분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비전, 목표, 방향 등의 근간을 제시하는 과학기술 부문 최상위 기본
계획으로, 각 정책 영역 및 정부 부처 과학기술혁신정책 추진의 근거가 된
다. 2018년도부터 시행된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비전은 ‘과학기술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며 미래사회의
새로운 문제에 대처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 이전 계획과 구분되는 특징이다. 4대 전략 중 하나로 ‘과학기
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 구현’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중점추진과제로, 보건·
복지, 재난·안전, 생활환경 개선과 관련한 과학기술혁신정책 부문의 중점
추진과제와 주요 기술 과제, 로드맵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국민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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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개선을 위해 ICT 기반의 융합기술과 서비스를 확산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 해결에 과학기술의 역할 확대를 강조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
한 기술 과제로 생활안전 체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생활안전 정보 공유 지
능형 플랫폼 개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상용화,
고령인 대상 보조기술 개발 및 상용화 등을 제시한다.
<그림 2-1>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b).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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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18~2022)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은 과학기술기본계획에 입각하여 각 지역에서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지역 여건을 고려한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비
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차 계획의 9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지역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의 지역 혁신 역할 강화’가 제시되었으
며, 이 과제의 추진 전략으로 ‘지역 내 국민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
여형 R&D 기반 구축’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인 실천 과제로 시민 참여
를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과학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리빙랩(Living
Lab) 확대와 지역문제 해결형 사회적 기업 육성을 선정하였으며, 이와 관

련한 세부 과제로 전문가 Pool 구축, 관련 정보 DB화를 통한 지역 차원의
생활문제은행을 구축, 사회혁신 R&D 확대,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주
체에 대한 기술 지원 강화, 연구개발형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역 커뮤니
티 비즈니스 활성화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지역의 사회적 혁신 저변 확대
를 위해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참여 유도를 꾀하고 있다.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은 각 시·도별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데, 지자
체에서도 사회적 혁신을 위한 추진과제와 사업 등을 본 계획에 담고 있다.
<표 2-2>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중 지자체 사회적 혁신 관련 사업
지역

사업

서울

∙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R&D 사업(미세먼지, 태양광 등)
∙ 서울혁신챌린지(Seoul Innovation Challenge)

부산

∙ 부산형 스마트시티 구축을 통한 사회 문제 해결과 공공 부문 혁신

세종

∙ 세종시 니즈를 반영한 중장기적 R&D 투자 로드맵 수립

경기

∙ 경기도민 참여 사회 문제 해결형 과학기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제주

∙ ICT 기반 신서비스 창출(스마트시티 인프라 및 서비스 개발)

자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2018).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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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제2차 과학기술기반국민생활(사회)문제해결종합계획(2018-2022)
본 계획은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 중앙부처의 정책과 사업 등을 제시한 범부처 종합계획이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체계의 효과성을 높이고, 국민, 사회적 경
제주체, 시민사회, 연구자 등 정책 수요자들이 사회 문제 해결과정에 적극
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차 계획에서는 제1차 계획에서 제시하였던 30개의 주요 사회 문제에
더해, 시민·관계부처·지자체가 제기한 사회 문제를 심각성·시급성을 기준
으로 총 40개의 주요 주제를 선정하고 각 사안에 대해 범부처 협력체계 구
축, 생태계 구축 등의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사회 문제 해결 연구개발 추진을 위해 사회 문제 담당 부처 및 과학기술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주요 전략으로 제시하였으며, 지자체, 사회적 경제조
직, 시민사회, 공동체 조직 등이 혁신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수요자 중심
의 혁신 네트워크 구축을 강조하였다. 또한 국민 제안, 빅데이터 분석을 통
해 축적된 사회 문제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공유하는 사회 문제은행 등
의 개방형 플랫폼 구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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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제2차 과학기술기반국민생활문제해결종합계획의 40대 주요 사회 문제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a). 제2차 과학기술기반국민생활문제해결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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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주환경 관련 정책 부문별 계획
2.2.1. 제1차 국토교통과학기술연구개발 종합계획(2018~2027) 및 시행계획
본 계획은 국토교통 분야의 과학기술에 관한 장기적·종합적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중장기 투자전략을 제시하는 법정 종합계획이며 종합계획에 의
거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사업 추진 내용을 담고 있다.
본 계획에서는 국민 삶의 질 개선 및 국토교통 분야의 다양한 사회 이슈
해결을 위한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총 4개의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로 ‘사람 중심의 국토교통 기술 개발’을 제시
하고 실천과제로 사회이슈 해결형 기술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재난·재해 예방 안전 및 친환경 생
활공간 조성 기술 개발 추진에 관한 내용과 주거 문제, 장애인 이동 문제
등 국토교통 분야 현안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 계획을 담고 있다. 사회 이
슈 해결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각종 공공·민간 데이터를 통합하고 빅
데이터 분석·공유 기술 등을 개발하여 정책 수요자가 참여하는 개방형 혁
신 시스템 구축을 실천 전략으로 제시한다. 아울러 설문조사를 통해 각 이
슈별 필요기술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계획 및 시행계획 수
립에 반영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국내외 사회적 혁신정책 추진 현황 및 시사점

21

<그림 2-3> 제1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의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자료: 국토교통부(2018b). 제1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

2.2.2. 제3차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2018-2022)
본 계획은 국민안전 기본권 확보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 과학기
술의 개발 등에 관한 계획으로 범부처 협력을 통해 재난 안전 연구개발 투
자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관련 기술의 선진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3차 계획
에서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난안전기술 개발 및 환경 조성’을 목
표로 3대 추진 전략과 10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이전계획
과의 차별점으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체감형 서비스 기술 개발의 필요
성을 강조하면서, 취약계층 등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권
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역점을 둘 것을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하
여 10대 중점 추진과제 중 첫 번째 과제로 국민생활 위해요소 제거 및 저
감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안전정보 제공서비스의 개발을 들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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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의 협력형 기술 개발을 통해 지역 및 재난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을 추진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림 2-4> 제3차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개발종합계획 추진체계

자료: 행정안전부(2018). 제3차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개발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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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국가과학기술 및 유관 계획의 사회적 혁신 관련 내용
구분

사회적 혁신 관련 내용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18~2022)

∙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최상위 기본 계획
∙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강조
∙ 보건·복지, 재난·안전, 생활환경 개선과 관련한 과학기술혁신정책 부문의 중점 추진과
제와 주요 기술 과제, 로드맵 등을 제시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018~2022)

∙ 지역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지자체 합동)
∙ 지역공공기관 및 시민사회의 지역혁신 역할 강화를 중점과제로 제시
∙ 시민 참여 확대, 사회혁신 R&D 확대, 기술기반형 사회적 기업 육성, 지역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을 세부과제로 선정

제2차 과학기술 기반
국민생활(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2018~2022)

∙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 시책, 사업을 종합한 범부처 계획
∙ 중기적 관점에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 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의 확산과 효과성 제고 도모
∙ 40개 중요 사회 문제를 도출하고, 각 이슈별 사회적 혁신 생태계 구축 등의 추진과제
제시
∙ 다부처 사업에서 지자체 참여 확대, 국가사회 문제은행 구축 등의 개방형 플랫폼 구축을
추진

제1차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
(2018~2022)
및 시행계획

∙ 국토교통 과학기술에 관한 장기적·종합적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중장기 투자전략을
제시하는 법정 종합계획 및 그에 따른 시행계획
∙ 주거 문제, 장애인 이동 문제 등 국토교통 분야 현안 해결을 위한 사회이슈 해결형
수요자 대응 기술 개발 병행 추진
∙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재난·재해 예방 안전 및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
기술 개발 추진

자료: 저자 작성.

2.3. 사회적 혁신 관련 정책 및 사업
2.3.1.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연구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 사업은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연구
개발의 기획 단계 및 사업화 과정에 사용자도 참여하는 연구개발 사업으로,
안전, 복지, 교통, 주거, 보건의료 분야의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총 예산 295억 원, 2015년 기준)한다. 특히, 연구개발 과정에서 수요자
의 참여를 지향하고, 기술담당부처와 정책수요부처와의 협업을 강조하는 등
국가 연구개발 사업과의 차별화된 전략 및 목표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24 국내외 사회적 혁신정책 추진 현황 및 시사점
<표 2-4>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연구사업 특성
구분
목적

기존 R&D

시민연구사업

국가전략 또는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
(과학기술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R&D · R&BD → R&SD

목표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

사회 문제 해결

특징

공급자 중심의 연구개발

수요자 참여형 연구개발
기술+인문사회+법·제도 융합

주체

연구개발부서 중심

연구개발부서와 정책부서 협업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2015. 2. 3.).

2.3.2. 과학기술기반 지역수요맞춤형 R&D 지원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 부처가 주도하는 기존의 국가 연구개발 설계 및 추진체계에서 벗어
나, 지자체 스스로 각 지역에 필요한 R&D 과제를 발굴·기획·추진하는 방
식의 연구개발 사업으로 2018년 처음 도입되었다. 지자체는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R&D 과제를 선정하고, 지역 R&D 기획기관과 제안요청서
(RFP)를 설계한 후, 지역 내 혁신기관을 선정하여 과제를 추진하고, 과제

종료 후 평가까지 일련의 R&D 과정을 직접, 주도적으로 이행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연구개발의 분야는 지역 산업군·기업군 공통문제, 주민 삶의 질 향상 문
제 등 파급력이 큰 지역문제와 관련성이 있는 주제로 선정되며, 17개 시·
도 지자체가 직접 제안하고 그중 사업 추진 지역을 선정하여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지자체가 스스로 연구개발 주제를 선정하는 점과, 지역 내 협동조합, 사
회적 경제주체 등 지역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주체들이 연구개발 과정에 참
여할 수 있다는 점이 기존 연구개발 사업과 구분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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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처 간 협업과 기술 간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해 3개 이상의 부처가 공
동기획하는 연구개발 사업으로, 2014년부터 추진하여 현재(2018년 기준)
총 15개의 다부처 공동사업이 운영 중에 있다. 본 사업은 정책현안과 현장
수요에 대응하는 과제를 발굴해 실효성 있는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연구개발 수요를 조사하는 범위를 수요부처, 지자체, 시
민 등으로 다양화하고, 기획 단계에서 수요자의 요구 사항을 최대로 반영
하여 기술 수요자 중심으로 수요 발굴과 연구개발 기획을 꾀하는 것이 특
징이다.
2018년 3월 기준 추진 중인 다부처 연구개발 사업 프로젝트는 신재생

하이브리드 이용 미래에너지 저장기술 개발, 생활밀착형 유해화학물질 대
체기술 개발, 국민안전 감시 및 대응 무인항공기 융합시스템 운영, 고령농
어업인 소외·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모니터링 및 예방·관리 모델 개발
등이 있다.
<그림 2-5> 다부처 공동 연구개발 사업 수행 과정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d).

26 국내외 사회적 혁신정책 추진 현황 및 시사점
<표 2-5> 다부처 연구개발 공동기획사업 중 사회적 혁신 관련 연구사업(2018)
사업명

사업 내용

생활밀착형 유해화학물질
대체기술 개발
(2015. 5. 선정)

제품개발 전 과정에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 대체를 위한 생활밀착형 유해화학물
질 대체 기술 개발
- 산업부, 환경부(공동주관)
- 총 435억 원(2016~2020)

신·재생 하이브리드 이용
미래에너지 저장기술 개발
(2015. 5. 선정)

신재생하이브리드(풍력+태양열 등)를 이용한 열 및 전기 생산 기술과 전기 형태
로 재공급하는 미래형 에너지 저장기술 개발
- 과기정통부(주관), 산업부, 환경부
- 총 420억 원(2016~2022)

국민안전 감시 및 대응 무인항공기
융합시스템 구축‧운영
(2015. 10. 선정)

국민안전 제고를 위한 재난·치안 임무용 무인항공기 기체 개발 및 이를 재난현장
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신, 운항, 관리기술 개발
- 소방청(주관), 해경청, 경찰청, 과기정통부, 산업부
- 총 490억 원 (2017~2020)

국민 위해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 식별·분석기술 개발
(2016. 5. 선정)

재난‧범죄‧테러현장에서의 신속하고 안전한 대응을 위한 이동형 기체 포집장치
개발 및 분석센터 구축
- 경찰청(주관), 과기정통부, 산업부, 환경부, 소방청
- 총 489억 원 (2017~2023)

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 R&D
(2016. 5. 선정)

신·변종 감염병 대비 국가방역체계(유입차단, 현장대응, 확산방지 등) 고도화를
위한 범부처 협력 기술 개발 추진
- 복지부(주관),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행안부, 환경부, 산업부, 식약처
- 총 400억 원 (2018~2022) ※ 바이오특위 추가 심의(2017.3.)

공간정보 기반 실감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 제공 플랫폼 기술 개발
(2017. 3. 선정)

국토 3D 공간정보(V-world)의 공유·활용을 위한 갱신/고도화 및 재난, 문화콘
텐츠, 가상훈련 활용 기술 개발
- 국토부(주관), 행안부, 산업부, 문체부
- 총 495억 원 (2018~2022)

복합인지 기술기반 신원확인 및
범죄수사기술 개발
(2017. 3. 선정)

복합인지 영상분석 기반 신원확인 기술을 통한 범죄대응 및 실종아동·치매노인
관리 시스템 적용
- 과기정통부(주관), 산업부, 경찰청
- 총 320억 원 (2018~2022)

고령농어업인 소외·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모니터링 및 예방·관리 모델
개발·적용
(2018. 1. 선정)

고령농어업인 소외·우울·자살 요인 실태분석, 모니터링을 위한 다부처 플랫폼
구축과 서비스모델 개발 및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 농진청(주관),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해수부, 복지부
- 총 450억 원 (2019~2023)

교통사고율 Zero 구현을 위한 미래형
ICT-안전기술융합 스마트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및 실증
(2018. 1. 선정)

교통사고 다발도로 유형 중심의 스마트 안전융합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및 서비
스 실증
- 국토부(주관), 과기정통부, 산업부
- 총 290억 원 (2019~2023)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18.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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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주민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공감e가득 사업) -행정안전부
본 사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사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효율·효과
성, 공공 투명성을 증진하는 활동(Digital Social Innovation: DSI)을 지원하
기 위한 사업이다. 지역 현안의 당사자인 주민이 직접 일상생활 속에서 사
회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고 실행하는 방식(사회혁신의 방식)으로 진행되
며,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블록체인, 커뮤니티 맵핑 등 디지털 기술을
실생활에 적용하여 지역 현안을 해결·개선하기 위한 모델 발굴을 지원한
다. 본 사업은 특별교부세 35억 원 규모로 ‘공감e가득’ 프로젝트와 ‘공감e
가득’ 도시 등 2개 분야로 진행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현안에 대한 사
전조사를 실시하며, 지역주민, ICT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이 참여하는 ‘스
스로해결단’을 구성하여 모두가 공감하는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
을 수립하고 공모를 통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다.
<표 2-6> 공감e가득 사업 핵심내용
구분

디지털 사회혁신 프로젝트

핵심내용

환경, 안전, 복지, 학교 폭력, 지역격차 등
지역현안의 해결 과제

예시

·(건너유 프로젝트) 대전 갑천(川)의 수위와
안전상태의 실시간 확인 앱을 주민이 직접
개발·보급

디지털 혁신도시
∙ 지역 데이터 개방·이용·협업, 사물인터넷(IoT)
활용 시스템 구축, 커뮤니티형 맞춤 기반 구축
등을 통한 유기적 지역현안 해결 과제
∙ (암스테르담 DSI) 주민이 공개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수의 연계된 지역현안 해결 서비스
창출(유휴주차공간 정보 실시간 제공 서비스, 실
시간 에너지 사용량 알림 스마트 미터기 등)

자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18. 3. 13.).

<표 2-7> 공감e가득 사업 중 스스로해결단의 구성 및 역할
구분
지자체
지역주민
(최소 5명 이상)
ICT 기술 전문가

∙
∙
∙
∙
∙
∙
∙

주요 역할
사업 공모 및 추진, 수행 총괄
스스로해결단 참여 및 협업 유도
성과 도출 및 성공사례 확산
수요자 측면의 지역현안 발굴 및 검증
지역현안 해결의 창의적 아이디어 제안
사업 결과의 수혜자 만족도 검증 및 피드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기술 활용방안 제안 및 관련 전문지식 제공

자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18.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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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 -산업통상자원부
본 사업은 사회적 경제 상품·서비스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통해 사회
적 경제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사회의 문제 해
결을 위해 필요한 제품·서비스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다수의 사회적 경제
주체(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혁신주체들이 개발·이전하거나, 개별 사회적 경제주체들이 필
요한 기술들을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표 2-8>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 시도별 프로젝트
지역

프로젝트

지역

프로젝트

부산

도시재생

충북

바이오산업, 태양광 유지보수

대구

업사이클, 식품클러스터

충남

유통판매, 산림에너지

대전

의료

전북

IT문화

광주

헬스케어

전남

화장품소재, 태양광보급

울산

공예품

경북

친환경섬유, 돌봄

세종

IT문화, 도시청결

경남

IT 수산시장

강원

로컬푸드

제주

폐자원활용, 로컬푸드, 에너지설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8). 2018년도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 지원계획.

<표 2-9> 사회적 혁신 관련 주요 정부 사업
구분

내 용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연구사업(과기정통부)

각 사회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연구개발 기획단계 및 사업화 과정에서
사용자가 참여하는 연구개발 사업
안전, 복지, 교통, 주거, 보건의료 분야의 격차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한 연구개발을 지원(총
예산 295억 원, 2015년 기준)
공급자 중심 연구개발에서 수요자와 협업하는 형태의 연구개발 체제로 전환
연구개발 과정에서 수요자의 참여를 지향하고, 기술담당부처와 정책수요부처와의 협업을 강
조하는 등 국가 연구개발 사업과의 차별화된 전략 및 목표를 강조

과학기술기반
지역수요맞춤형 R&D
지원사업(과기정통부)

지자체가 1)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R&D 과제를 선정하고, 2) 지역 R&D 기획기관과
제안요청서(RFP)를 설계하여, 3) 지역 내 혁신기관을 선정하여 과제를 추진, 4) 과제 종료
후 평가까지 일련의 R&D 과정을 직접, 주도적으로 이행
각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R&D 과제(지역 산업군, 기업군 공통문제, 주민 삶의 질 향상
문제 등 파급력이 큰 지역문제를 의미함)로서, 17개 시·도 지자체가 직접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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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구분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부처 R&D 사업

사회서비스
R&D(보건복지부)

주민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사업
(행정안전부)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사업
(산업통상자원부)

내 용
부처 간 협업과 기술 간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해 3개 이상의 부처가 공동 기획하는 사업임.
2014년부터 추진하여 현재 총 15개의 다부처 공동사업을 운영 중임(2018.3. 기준)
수요 발굴 대상을 수요부처, 지자체, 시민 등으로 다양화하고, 기획에서 수요자의 요구 사항을
최대로 반영하여 기술 수요자 중심으로 수요 발굴 및 기획 확대
사회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서비스 개발, 프로세스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분야의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대상으로 함
공공서비스에의 적용 또는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신규 서비스 개발 및 서비스 프로세스
개선과 관련된 연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사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관련 서비스의 효율·효과성, 공공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한 지원사업
지역 주민이 직접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고 실행하는 방식(사회혁신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블록체인, 커뮤니티 맵핑 등 디지털 기술을
실생활에 적용하여 지역 현안을 해결·개선 도모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현안에 대한 사전조사와 함께 지역주민, ICT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이
참여하는 ‘스스로해결단’을 구성
비수도권 지역의 22개 프로젝트 분야에서 도출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서비스 기술 개발 지원
사회적 경제 상품‧서비스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통해 기술·지식집약형 사회적 기업을 육성
하고 관련 생태계 조성을 지원

자료: 저자 작성.

2.3.6. 사회적 혁신 거점 공간 조성 - 서울시 혁신파크, 서울이노베이션팹랩2
서울시에서는 2013년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도시 문제 및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회적 혁신 거점공간으로 서울혁신파크를 조성
하였다. 혁신주체에게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혁신 플랫폼을
제공하고 시민에게는 특별한 교육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기획되
었다. 2018년 현재 250여 개 주체들과, 1,500명가량이 입주하고 있으며, 입
주 주체는 사회적 혁신 관련 중간지원조직, 국제단체 등이 있다. 중간지원
조직은 혁신센터, 청년허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등이 입지하고 있다.

2

2018. 6. 1. 서울혁신센터 방문조사 내용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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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대 혁신프로젝트’로는 에너지 전환(에너지 자립률 제고), 쓰레

기 문제 대응(자원순환 모델 구축), 옥상 공유(옥상공원 문화), 식문화 개선
(시민장독대, 세대연결밥상)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서울혁신파크 내 서울이노베이션팹랩에서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기
술 개발 및 실증 과정을 지원하는데 2018년 기준 소외 계층을 위한 증강현
실 및 가상현실 융합 앱 개발, 도시농업 자동화 로봇 개발(밭봇), 로봇팔을
이용한 친환경 건축 관련 프로젝트를 지원 중에 있다. 서울이노베이션팹랩
에서는 디지털제작장비 및 밀링, 용접기 등 연구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필
요한 장비를 지원하며, 입주 업체에 대한 생산·제작 과정에 필요한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어젠다 발굴 및 기술 개발, 실증 과정에서 프로젝
트 공유 모임(데모데이)을 개최하여 팀들의 기술 및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시민을 비롯한 수요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친다.

3. 해외 사회적 혁신정책 관련 계획 및 정책 현황3

3.1. 기술혁신을 통한 미래 사회 실천 계획 – 일본 총무성
‘미래를 잡는 TECH 전략(2018)’4
일본 총무성은 2018년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저성장에 대응하여 사
회인프라, 복지 시스템 등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기술기반의 정책 추진을
위해 ‘미래를 여는 TECH 전략(｢未来をつかむTECH戦略~とりまとめ)’을
수립하였다. 본 계획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일본 사회의 지
3

4

일본의 사회적 혁신정책 추진 사례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다무라 후미노
리에게 의뢰한 원고를 재정리한 것이다.
일본 총무성 정보통신심의회 정보통신정책부회 “IoT 신시대의 미래 만들기 검
토위원회((IoT新時代の未来づくり検討委員会)”가 작성한 ｢未来をつかむTECH
戦略~とりまとめ(案)~｣(2018년 7월)의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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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다. 2030년도를 목표
연도로 설정하고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혁신을 통해 일
본 사회의 유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본 계획의 목표이다.
신기술을 적용한 각 정책 부문에서의 근본적인 혁신을 위해 ‘MOVE
FAST’로 요약되는 8개의 추진 원칙을 제시하였다.5 2030년 바람직한 일본

사회 모습에 대해 사람, 지역, 산업 부문으로 구분하여 각 요소에 대해 바
람직한 미래 사회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정책 어젠다를 도출하고 이를 실
현하기 위한 신기술 개발, 첨단기술의 적용 등 기술과제 및 제도 개선의
정책 패키지를 제시하였다.
특히 농촌 등 인구 감소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행정, 의료, 교육, 대중교
통 등 공공 및 생활서비스가 불편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무인화·자동화
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원격서비스 제공, 서비스 네트워크화 전략을
제시하였다. 과소화로 인해 공공서비스의 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과제를 집중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지자체 행정·민원서비스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 센서, AI, 네트워
크 기술에 입각한 원격 의료서비스 활성화, 과소화 지역의 교통 서비스 개
선을 위한 무인 자동화 및 공유 서비스, 원격 전력 공급 기술, 지역 활성화
를 위한 재현 콘텐츠 기술 등을 핵심 기술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술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부문별 패키지 형태의 정책 추진을
제안하였다. 지역의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자정부 실현, 거점 스마트
시티 조성, 공공·사회·생활서비스의 원격화·자동화를 구체적인 정책 목표
로 설정하였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데이터 활용’,
‘거점도시의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구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공공서

비스 원격·자동화 개발 프로젝트 추진’, ‘지역 ICT 환경 정비’ 등의 추진
정책을 제시하였다.

5

이상적 목표 설정(Moonshot), 기회 활용(Opportunity), 질적 가치 강조(Value), 경제
활력 유지(Economics), 선택과 집중(Focus), 기술의 적극적 수용(Aggressive), 다
양성(Superdiversity), 기술에 대한 신뢰(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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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미래를 여는 TECH 전략 중 원격교육(좌), 민원 자동화·무인화(우) 이미지

자료: 일본 총무성(2018). 미래를 여는 TECH 전략(未来をつかむTECH戦略~とりまとめ).

3.2. 일본 사회기술개발연구센터(RISTEX)
일본 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는 인류·사회가 직면한 중요 과제(환경·에너
지, 저출산 고령화, 안전 안심, 의료 복지 등)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연구지원 기관으로 2005년 설립되었다.
사회기술개발연구센터는 사회의 구체적 문제의 해결을 통한 새로운 사
회적·공공적 가치 및 경제적 가치의 창출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한
다. 연구개발 추진을 위해 현재 문제로 인식되거나 미래에 사회 문제로 심
화될 가능성이 높은 사회 이슈를 발굴하고, 각 이슈에 대한 수요조사 및
전문가조사를 통해 연구개발 과제로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연구개발은 각 프로젝트의 책임자 총괄하에 실제 문제 해결에 적용 가능
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된다. 연구자와 사회 문제의 대상이 되
는 ‘이해당사자(stakeholder)’가 연구개발 전 과정에 참여한다. 연구개발 결
과는 지역적 특성이나 제약 등 구체적인 조건하에서 활용 가능한 프로토타
입(테스트용 기본모델)의 제시로 이루어진다. 프로토타입을 바탕으로 다양
한 사회 문제 관련 주체들이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하여 실제 사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재화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과정을 사회기술개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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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센터의 프로그램으로 포함한다.
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에서는 연구대상이 되는 ‘사회기술’에 대해 ‘자연
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의 지식을 통합해 새로운 사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
한 기술’로 정의함으로써, 학제 간, 기술 공급자 및 사회 문제 수요자 간
협업을 강조한다. 이러한 융복합, 협업 연구는 궁극적으로 실제 사회 문제
가 발생하는 지역에서의 실천을 지향하며,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구체
적인 성과 창출을 지향한다. 현재 농촌과 관련해서는 농산어촌 공동 아틀
리에군에 의한 생활 경관 정비연구, 농업 수리정보 제공시스템 개선 연구,
분산형 물 관리 연구 등을 수행 중에 있다.

3.3. EU 지속가능한 농촌 리빙랩 C@R(Collaboration at Rural)
인구 감소, 경쟁력 악화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추진을 위한 프로젝트로, 지역 주민의 참여와 기술-사회부문 간 협력을 통
해 정주여건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2006년부터 3
년간 운영되었으며, 예산 규모는 총 1,500만 유로에 달한다. 리빙랩(Living
Lab)은 연구개발 수요에 대응하여 기술의 개발과 실증, 환류 과정이 실제

현장에서 수요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현장 기반형 연구개발 추진 모형
이다(성지은 외 2014).
EU의 농촌 리빙랩 사업은 기업, 학교,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 다양한 주

체들이 사업 주체로 참여하며, 각 주체들이 입지한 지역과 연계하여 지역
주문의 수요에 맞는 정주환경 개선 어젠다를 발굴하고, 협업을 통해 대안
마련을 위한 기술·서비스를 개발하는 형태로 추진하였다. 특히 ICT 기술을
접목하여 기존 방식과는 다른 형태의 지역사회 문제의 해결 방안을 도출하
는데 초점을 두었다. 현장의 다양한 기술 수요를 확인하고 이를 연구개발
사업화 하는 ‘사전기획(지역사회 어젠다 발굴)’ 단계,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증 모델을 개발하는 ‘프로토타입 개발’ 단계, 그리고 이를 실제 수요자에
적용하여 기술 및 모델의 실용성을 검증하는 ‘프로토타입 실증’ 단계,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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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마지막으로 성과물의 확산을 위한 ‘성과 확산’ 단계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이 특징이다.
<그림 2-7> EU 농촌형 리빙랩 C@R 개발 사례 – 스페인 꾸디예로 리빙랩

자료: Valenzuela et al.(2012); 성지은·박인용(2016: 15) 재인용.

3.4. 네덜란드 ‘책임지는 혁신 프로젝트(Maatschappelijk Verantwoord Innoveren)’
네덜란드는 2008년부터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부문 간 융합연구를 통해
과학기술혁신에 입각한 사회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였
다. 교통, 에너지, 수자원, 농업 등 중요한 사회 문제와 관련한 사회기반 기
술시스템의 진화 방향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였다. 학제 간 연구, 이해관계
자(기술 수혜자)의 참여,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사전 검토, 다양한 주체
들에 의한 관리·감독, 글로벌 지향성 등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구체적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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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프로젝트로 치매 조기진단, 재택 원격진단, 심야시간 야간 감시, 바이오
연료 등의 연구주제에 대해 기술 개발 로드맵상 장·단기 과제로 구분하여
사회기술 개발을 추진하였다. 연구개발 프로그램은 네덜란드 연구개발 사
업을 총괄하는 네덜란드 과학연구진흥원에서 기획·관리하였으며, 과학연구
진흥원 내 인문학 연구부서가 사업을 관리하고, 이공계 인력과 더불어 인
문사회계 전문가들이 프로그램 전 과정에 참여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과
학기술 담당 기관뿐만 아니라 각 사회 문제에 해당하는 농업, 내무, 국방,
보건복지 관련 부처들은 세부 연구개발 과제의 실행을 지원하였다(박희제·
성지은 2015).

4. 국내외 사회적 혁신정책 사례 특징 및 시사점

사회적 혁신정책 관련 국내외 사례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차원
에서 기본 계획의 수립을 비롯한 부문별 정책,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 단계
에서 수요의 발굴 및 체계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특징이다. ‘제2차 과학기
술기반 국민생활 문제해결 종합계획’이나, ‘제1차 국토교통 과학기술 연구
개발 종합계획’ 등에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통해 대응해야 할 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사회 문제은행 구축 등을 통해 수요를 파악·정리하고 있다. 해외
사례에서도 수요의 발굴 및 체계화 과정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수요조사
및 문제 DB 구축은 단순히 문제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
회 문제에 대해 활용 가능한 기술의 종류, 범위, 수준 등 기술적 특성과 사
회적 혁신 과정에 참여해야 하는 주체의 범위 및 역량 등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다. 하지만,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유관계획에서 다루고 있는 농업·
농촌 관련 사회 문제 및 어젠다는 일부 농업 관련 영역으로 한정된다. 농
업과 관련하여 식량안보, 가축 방역 관련 사회 문제 및 대응기술 개발 등
이 기본 계획 등에 반영되어 있다. 농촌 정주환경과 관련하여 주거, 에너
지, 환경, 교육, 보건·의료 등 농촌 관련 이슈들은 각 부문별 계획에서 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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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질 수 있으나, 지역 간 격차, 농촌 고유의 문제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문
제 영역으로 다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사
회적 혁신정책 추진과정에서도 농촌 관련 사회적 혁신 수요에 대한 파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사회적 혁신의 특성을 반영
하여 사회적 혁신 관련 계획, 정책, 사업 등에서 공공 부문의 역할이 강조
되는 것이 특징이다. 과학기술 및 각 부문별 기술 진흥 계획에서 출연연구
기관 등 공공 혁신주체들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해외 사례에서
도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 부문의 재원과 지원을 통
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농촌 관련 혁신 또한 공공 부문 역량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향후 농촌 관련 연구개발 및 혁신정책
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공공 부문 주체들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한 과제임을
의미한다.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사회적 혁신의 전 과정에서 사회 문제의 당사자인
주민과 시민사회 등 민간주체의 참여와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한
전략으로 다루어진다.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서 시민의 참여
와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가 중요한 전략으로 제안되었으며, 유럽의 리빙랩
사례 등에서도 수요자의 참여와 이를 중개하는 중간지원조직이 역할이 강조
된다. 해외 사례에서는 사회 문제 당사자의 참여가 단순히 수요의 발굴·확인
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혁신 성과 창출 및 확산·환류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를 띠고 있다. 농촌의 경우 시민사회의
역량이나 관심이 도시 지역에 비해 열악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 기반의 중간지원조직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요 부문과 기술 부문 간 융복합 연구와 학제 간 접근이 활
발하게 이루어진다. 사회 문제 관련 정책 부문과 기술 부문과의 협력을 원
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과학기술 계획에서 융복합 연구 및 부
문 간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다부처 연구개발 사업 등은 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 사업이다. 네덜란드의 MVI 프로그램 또한 학제 간 협력,
부처 간 협력을 강조한다. 농촌 정주환경의 경우 농촌 정책인 동시에 각

국내외 사회적 혁신정책 추진 현황 및 시사점

37

정주환경을 구성하는 부문별 정책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각 부문별 기술
이나 혁신 동향 등을 살피고 농촌 정주환경 개선 관련 접점을 찾아내는 것
이 중요하다.
<표 2-10> 사회적 혁신정책 사례 특징
특징

정책 및 사업

다양한 수요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사회 문제 은행
등 수요 DB화

∙ 기존의 정책 사업들이 하향식 방법보다 상향식 방법을 활용하여 수요조사 및 문제를 진단하는
것에 비중을 확대하고 있음.
- 다부처 공동기획사업을 보면, 하향식(정부계획 및 사회현안 분석)과 상향식(지자체, 시민,
연구자 등의 수요조사) 방법을 혼용하여 문제를 발굴하기도 함.

공공 부문 중심의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

∙ 지자체, 지역주민, 혁신기관(연구원 등)들이 사회 문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문제
해결을 모색
- 행정안전부의 사회혁신 관련 사업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수요맞춤형 R&D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R&D, 일본의 사회연구개발기구, EU 리빙랩 등이 해당됨

수요자, 주민,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및 역량
강화

∙ 지역 현안의 당사자인 주민들이 사회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확대되고 있음
- 행정안전부의 주민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사업, 국민디자인단 사업, 제5차 지방과
학기술진흥계획의 시민 참여 확대 전략

수요 부문과
기술 부문 간 협력

∙ 학제 간 융복합 연구, 정책 부문 간 협력을 통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과정을 지원,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네덜란드 MVI 프로젝트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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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촌 정주환경 개선 관련 혁신정책 기반

1.1. 농림식품 분야 과학기술혁신 관련 계획 및 정책
1.1.1. 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15~’19) 및 시행계획
본 계획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 의거·수립하는 농림식품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2015년 최종 확정된 ‘제2차 종합계
획’은 4대 중점 분야, 14대 부문, 50대 핵심전략기술군으로 구성된다. 국가
과학기술 계획 체계하에서는 생명·보건·식품 부문 계획군에 포함되어 있으
며, 이에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과 관련성을 맺으며 수립되었다. 4대 중점
분야 중 하나로 ‘국민행복 제고’ 분야를 두고, 세부추진 목표로 ‘농산촌 가
치 증진을 통한 활력 있는 일터, 쉼터, 삶터로 재창조’를 제시하여 농촌 관
련 연구개발 추진 계획을 담고 있다. 국민행복 제고 중점 분야의 주요 연
구 분야로 ‘농업·농촌 가치 제고’ 분야를 선정하였으며, 농촌의 다원적 가
치 확산과 6차산업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유
지하기 위한 기술 개발 계획을 담고 있다. 주요 기술로 농촌 경관 보전 및
공간계획 적용기술, 전통지식 문화콘텐츠 기술, 농업인 안전재해 원인구명
및 예방기술, 취약계층 안전보건 지원기술, 농업 안전보건 교육 매체 개발
기술, 귀농·귀촌 적응 지원기술, 농업·농촌 정주여건 및 복지 향상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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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농촌경관·전통자원 보전 및 문화콘텐츠화 기술,
그린타운 조성 및 첨단 도시농업 모델 개발기술, 귀농·귀촌 정착 지원기술
등이 50대 핵심 전략기술에 포함되어 있다. 농업·농촌 정주여건 및 복지
향상기술의 경우 귀농·귀촌 정착 지원기술의 하위요소 기술로 포함되어 있
으며, ‘제2차 종합계획’이 종료되는 2019년까지는 서비스 인프라 및 영역
별 적용기술 개발, 2020년 이후에 수행될 사회통합 지원을 위한 전략 및
프로그램 5종 개발의 로드맵을 담고 있다. 정주여건 및 귀농·귀촌 정착 지
원기술 로드맵의 경우 대부분 DB 구축, 창업모델 개발, 사례 분석 등에 치
우쳐 있어 과학기술을 활용한 정주여건 개선 모델이나 서비스 개선 등의
기술 과제 등은 부족한 실정이다.
<표 3-1> 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 중 농업·농촌 가치제고 관련 기술
분야

주요 기술

농촌경관 전통지식 자원화

농촌경관 보존 및 공간계획 적용 기술 / 전통지식 문화콘텐츠 개발 /
농촌관광 품질 향상 및 서비스 기술 등 생산·가공·유통·
외식·관광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6차산업화 기술 개발 지원

농작업 재해 예방

농작업 재해모니터링 및 농업인 재해 예방기술 / 작업환경 특성별 농작업복을 위한 신소재
텍스타일 개발 / 취약계층 안전 보건 지원기술 / 농업안전보건 교육매체 개발 등

농업·농촌 정주여건 및
귀농·귀촌 정착 지원

귀농·귀촌 적응 지원기술 / 다문화 산업화 기술 / 농업·농촌 정주여건 및 복지 향상기술 등

도시농업

도시녹화용 식물 선발 및 한국형 텃밭 모델 개발 / 식물 활용 실내 VOC(유기화합물) 제거
기술 및 자생식물 실내 기능성 구명 기술 / 옥상텃밭·스쿨팜 표준 모델 개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5). 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

<표 3-2> 농업·농촌 정주여건 및 귀농·귀촌 지원기술 로드맵
구분
농업·농촌 정주여건 및
복지형성 기술

지역·계획체계화 및
지역 간 네트워크 구축 기술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서비스 인프라 및 영역별 적용기술 개발

-

-

사회통합지원
(전략 및 프로그램 5종 개발)

종합
정보지원

경제활동지원
(창업프로그램 3종)

자립지원
(자립모델 3종)

지역사회 융합
(융합모델 4종 개발)

지역참여활동 사례분석(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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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구분

2015

귀농·귀촌 적응 지원 프로그램
및
사회안전망 모델 구축

2016

2017

2018

2019

2020

적응지원
(교육프로그램 4종)

2021

2022

사회안전망
(사회안전망 모델 4종)

다문화 산업화(산업화 모델 3종)
삶의 질 수준평가(평가척도 개발 3종)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5). 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

‘제2차 종합계획’에 의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2018년 시행계획

에서는 농촌가치 제고를 위해 총 264억 원의 투자계획을 담고 있다. 과소
화에 대응한 농촌 주거환경 미래상 정립, 농촌 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빅
데이터 기반 및 활용체계 개발, 산촌 정주환경 관리 및 귀산촌 활성화 연
구 등의 연구과제를 편성하였다. 하지만 대부분 산림자원 관련 연구개발비
이며, 귀농·귀촌 정착 지원기술 투입 예산은 2억 원으로 농촌가치 제고 부
문 예산 중 0.7%에 불과하다.
<표 3-3> 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 2018 시행계획 농촌가치 제고 투자 현황
단위: 백만 원
50대 핵심전략기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촌경관·전통자원 보전 및 문화콘텐츠화 기술

688

1,179

귀농·귀촌 정착 지원기술

98

98

합 계

442

2,309

산림복지 서비스 증진기술

2,093

2,093

고부가가치 산림자원 조성 및 육성기술

18,862

18,862

임산소득자원 신품종 개발 및 재배기술
합 계

786

1,277

196

2,947

2,947

24,344

26,40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5). 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

1.1.2. 제2차 농촌진흥사업기본계획(’18~’22)
본 계획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과학기술기본법｣에 의거
농촌진흥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5년 단위 계획으로 농촌
진흥(연구개발 및 교육) 사업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42 농촌 정주환경 개선 사회적 혁신정책 추진 여건
‘제1차 농촌진흥사업기본계획’에서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수행 계획이 포함되었다. 4대 목표 중 하나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
‘농촌 환경 및 생산기반의 유지와 국민 삶의 질 향상’ 등이 제시되었다. 계

획에 입각하여 농촌진흥청에서는 연구개발 및 지도사업 업무 영역으로 농
촌 노인의 생산적 복지 확대 및 생활서비스 지원(2016), 실버농장, 공동선
별, 간이가공 등 마을자원을 활용한 어르신 공동사업 추진, 부녀회 등과 연
계하는 농촌어르신 생활서비스 지원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농업기술 혁신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견인’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농업·농촌 활력 제고’를 계획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
를 위해 4대 중점 추진전략 중 하나로 ‘농업·농촌 활력 증진’을 제시하였
으며, 하위 과제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포함시켰다. 국민 삶의 질 향상
과 관련하여 ‘농촌 주민의 생활서비스 지원’과 ‘농촌 주민 참여형 지역 개
발 및 자립역량 강화’를 세부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농촌 복지 및 농촌 지
역 개발과 관련한 연구개발 영역이 포함되어 있지만, 하위 사업의 경우 취
약계층 대상의 일자리 및 영농정착 기술 지원, 지역기반 전문가 활용 확대
등 정주환경 개선 및 농촌 복지 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 과제는 포함
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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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제2차 농촌진흥사업기본계획 중점 추진 전략

자료: 농촌진흥청(2018). 제2차 농촌진흥사업종합계획.

1.1.3. ICT 융복합 창조마을 조성사업 - 농림축산식품부
‘ICT 융복합 창조마을 조성사업’은 도시에 비해 기초·공공서비스 접근성

이 떨어지는 농촌 지역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하여 원활한 서비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2015년 기획연구 및 실증사업을 거쳐 시범사
업 형태로 도입되었다. 농업 경쟁력 및 소득 향상과 함께, 교육, 의료 등 농
촌 정주환경의 개선을 위해 기 개발된 ICT 기술과의 접목을 꾀하였다.
세부 내용으로는 농촌 고령자 대상 원격의료 및 건강관리, 농촌학교의
원격화상강의, 실시간 관광정보 제공 및 모바일 예약 시스템, 농산물 실시
간 이력관리‧재고관리,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정밀농업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다.
창조마을 조성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농촌지역개발사업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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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조성한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원격의료(보건복지부), 농산어촌학습여건
개선(교육부), 정보화마을(행정자치부), 지능형 CCTV(정보화진흥원) 등 타
부처 사업과의 연계 형태로 기획되었으며, 총 23개의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관련 실태 및 주민 수요조사, 수용성
조사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기성 제품·서비스 기술의 기계적
적용에 그쳤으며, 지자체나 마을 단위의 문제 해결 네트워크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 부족했다는 점이 한계이다.
<표 3-4> ICT 융복합 창조마을 만들기 유형
유형

소득
가치
추구형

첨단농업
육성형
6차산업
육성형
공동체
문화형

농촌
가치
어메니티
추구형
생활형

생활
편의
가치
추구형

복지
서비스
개선형
교육
서비스
지원형

세부유형

ICT 기술 적용 예시

원예

시설농업에 ICT 기반 스마트그린하우스를 활용한 정밀농업 및 고부가가치 창출

축산

축산 분야에 ICT 기반 지능형축사를 활용한 정밀사육 및 고부가가치 창출

과수/노지

과수 분야에 ICT 기반 스마트그린팜을 활용한 정밀농업 및 고부가가치 창출

농산물가공 생산과정의 품질관리를 통해 제품의 품질 향상 및 신뢰성 향상을 통한 농산물 가공 지원
체험관광

마을의 부존자원(경관, 산림, 음식, 풍습 등)과 관광이 ICT 기반으로 결합되어 소득 증대

유통서비스 유통채널 다양화, 입출고 및 재고관리, 이력추적관리, 배송 등의 ICT를 통한 유통 개선
문화공유/
창출형

UHD 콘텐츠 활용 마을영화관 서비스, Full HD 원격문화강좌 서비스, 마을방송 설비,
원격 홈네트워킹, CCTV, 원격 가스제어

전원귀촌형

귀촌공동체가 주도하는 공동영농 및 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주거안전
복지형

지능형 영상보안 시스템, 주거지역 모니터링 시스템, 독거노인 주거안전 지원 시스템

의료복지형

원격진료시스템, 병원예약시스템, 원격건강관리 시스템

교통복지형

ICT를 활용한 스마트 대중교통 지원

청소년교육
지원형

스마트러닝, 클라우드 교육서비스 등 교육환경 개선

평생교육
지원형

건강장수, 기초영농 등의 ICT 기반 평생교육 시스템 지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5.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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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ICT 융복합 창조마을 조성사업 시범사업
시도

시군별 ICT 융복합 서비스

강 원 도

정선군 / 화천군 (스마트평생학습, 무인판매대, 마을관광안내시스템)

충청북도

영동군 (저온창고모니터링, 스마트체험관광, 마을영화관 등)

충청남도

홍성군 / 청양군 (지능형 CCTV, 스마트투어도우미, 원격건강관리시스템 등)

경상북도

포항시 / 울진군 (무선마을방송, 독거노인응급관리, 수산물 스마트건조시설 등)

경상남도

함안군 / 함양군 / 의령군 2곳
(마을관광안내시스템, 관광객통계정보, 무선마을방송, 마을보안 시스템, 원격건강관리시스템 등)

전라북도

무주군 / 남원시 (마을관광안내시스템, 원격건강관리시스템, 독거노인응급관리 등)

전라남도

광양시 / 고흥군 / 신안군 / 영암군 / 장성군 / 진도군 2곳
(노인응급 돌보미, 입도객출입통제시스템, 가스안전제어시스템, 등산로 비상벨시스템, 스마트 서치라이트,
스마트 자전거 등)

제 주 도

제주시 3곳 (전기자전거트레킹프로그램, 보행자안전모니터링, 무인판매대 등)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1.1.4.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사업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사업’은 농촌에서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

계층 일자리 창출 등 농촌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는 주민 주도의 공동
체회사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적 혁신정책과 관련하여 개별 지역
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주체를 육성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농촌 공
동체회사는 농촌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가운데 농촌
지역에 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으로 정
의된다. 농촌 지역 주민 5인 이상이 참여하여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으로
지역 주민 비율 50% 이상을 자격 요건으로 두고 있다.6 농촌공동체회사 사
업 지원 내용은 사회서비스사업 유형 및 소득사업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
중 사회서비스사업 유형은 교육, 문화, 복지 등 농촌 지역의 사회서비스 부
족 문제 해결에 수반되는 사업비·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인돌봄서
비스, 공동급식 지원, 교통취약 지역의 대체교통 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포
함한다. 우수사업에 대한 지원 외에도 농촌 지역사회의 복지·생활서비스
6

농림축산식품부(2018). ｢2018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사업 시행지침｣.

46 농촌 정주환경 개선 사회적 혁신정책 추진 여건

분야 문제점을 도출하고 농촌 지역문제에 대해 혁신적·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대응할 수 있는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창업 공
모전은 농촌 공동체회사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농촌 공동체회사 사업
모델에 해당되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 및 귀농·귀촌인, 기존 사회적 경
제주체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 중에 있다.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이 소득사업 유형과 사회서비스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소득유형의 공동체 회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2014
년 농촌공동체회사 실태조사 결과 전국 867개의 농촌공동체회사 중 소득
사업 유형의 공동체회사는 812개소로 93.7%를 차지했으며, 사회서비스 유
형은 55개소로 6.3%에 불과하였다. 사회서비스 유형의 경우 취약계층 생
활서비스 제공, 농촌 고령자 공동 거주 급식서비스 등의 비중이 높았으며,
교육·문화 서비스, 보건·의료 서비스 유형은 소수에 불과했다. 소득사업 유
형의 경우 농식품부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사업’ 등과 중복되는 만큼 농
촌공동체회사 지원사업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사회서비스 유형의 사업 비중
을 늘리고 창업 공모전 개최 시에도 사회서비스 유형의 비중을 확대할 필
요가 있다.
<표 3-6> 농촌공동체회사 유형별 현황
유형

소득사업 유형

사회서비스 유형

농식품산업형
도·농교류형
지역개발형
복합형
계
취약계층생활서비스
농촌고령자 공동거주 급식서비스
교육·문화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다문화가족지원
기타
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4. 10. 6.).

개수
413
290
23
86
812
26
8
8
1
4
8
55

비중
47.6%
33.5%
2.7%
9.9%
93.7%
3.0%
0.9%
0.9%
0.1%
0.5%
0.9%
6.3%

농촌 정주환경 개선 사회적 혁신정책 추진 여건

47

1.2 농촌 정주환경 관련 연구개발 투입 현황
농림식품 분야 과학기술 기본계획에 의해 추진되었던 농촌정주환경 관
련 연구개발 재정 투입 현황을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농식품 분야 국가
연구개발 투입에서 농촌 정주환경을 비롯한 농촌 부문의 연구개발 투입 비
중이 낮은 특징을 보인다.
2017년 농식품 연구개발 사업별 예산 비중에서 농촌 정주환경과 관련

있는 농촌개발시험연구사업의 비중은 전체 농식품 연구개발 예산의 0.21%
인 2,018백만 원에 불과하다. 2018년 기준 7대 농정과제 관련 연구개발 투
자실적 비율에서도 농촌 정주환경과 관련한 농촌가치 제고 부문은 2.7%로
그 비중이 크지 않다. 2017~2018년 연구개발 예산의 증가율에 있어서도
농촌가치 제고 부문은 2.4%로 전체 연구개발 예산 및 7대 농정과제 연구
개발 예산 증가율을 하회하고 있어, 단시일 내에 연구개발 비중이 증가하
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표 3-7> 7대 농정과제별 연구개발 예산 현황(2017~2018)
단위: 백만 원
7대 농정과제
농업의 첨단산업화
고부가가치 식품개발
시장개방 대응
농생명자원 가치 제고
기후변화 대응
현장문제 해결
농촌가치 제고
7대 농정과제 합계
농정부문 연구개발 예산

2017년
예산
74,275
50,038
101,161
82,829
16,645
90,610
25,789
441,347
949,981

2018년
비중
7.8%
5.3%
10.7%
8.7%
1.8%
9.5%
2.7%
46.5%
100.0%

예산
77,262
50,594
104,427
91,388
18,224
92,283
26,407
460,585
982,414

비중
7.9%
5.2%
10.6%
9.3%
1.9%
9.4%
2.7%
47.0%
100.0%

증가율
4.0%
1.1%
3.2%
10.3%
9.5%
1.8%
2.4%
4.4%
3.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8). 2018년도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 시행계획.

사회 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예산 비중에 있어서도 농업·농촌 관련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는 일부 영역으로 연구개발 예산 투입이

한정되어 있다. 2018년도 사회 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투자 계획에서 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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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부처의 예산은 총 396억 원으로 전체 투입 예산의 3.4%에 해당한다.
이중 대부분의 예산(337억 원)이 재난·안전(가축질병 예방, 식품 안전 등)
부문에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정부부처별 사회 문제 관련 연구개발 투자현황(2018)
단위: 억 원
구분

가족

건강

교육

문화
여가

사회
통합

생활
안전

에너지

646

-

재난
재해

주거
교통

900

환경

82

복합

합계

과기정통부

-

2,539

-

-

-

428

355

4,950

복지부

37

875

-

-

91

-

-

506

산업부

-

521

-

-

6

13

228

137

-

3

138

1,650

-

447

57

1,409

국토부

-

-

-

-

65

-

-

166

917

167

-

1,315

환경부

-

-

-

-

-

-

-

식약처

-

-

-

-

-

330

-

173

-

237

-

410

61

-

-

-

391

해수부

-

-

-

-

-

41

기상청

-

-

-

-

-

-

-

304

-

37

-

382

-

266

-

15

-

281

농진청

-

-

-

-

21

33

-

211

-

5

-

270

원안위

-

-

-

-

-

-

-

209

-

-

-

209

행안부

-

-

-

-

-

-

-

50

-

-

117

167

농식품부

-

-

-

-

-

-

-

126

-

-

-

126

문체부

-

-

-

102

-

-

-

-

-

-

-

102

산림청

-

6

-

-

-

-

-

50

-

-

-

56

경찰청

-

-

-

-

-

-

-

9

21

-

7

37

계

37

3,941

0

102

183

1,063

228

3,168

1,020

1,339

674

11,755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a). 제2차 과학기술기반 국민생활(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

농촌 정주환경 개선 사회적 혁신정책 추진 여건

49

2.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 과제 분석

2.1. 분석 개요
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등 사회적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개발은 주
로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농촌 정주환경 관련 사회적
혁신 여건을 파악하기 위하여 농촌 정주환경을 주제로 수행되었던 국가 연
구개발 과제를 분석하였다. 농촌 정주환경 관련 국가 연구개발 과제는 국
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최근 10년간(2007~2017)7
정주환경 관련 연구개발 과제 8,181건을 추출하여 각 과제의 메타 정보를
분석하는 형태로 수행하였다(2018.9.21.기준).
‘주거’, ‘에너지’, ‘교통’을 연구개발 주제 키워드로 삼는 과제 중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과제 5,496건과 농촌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개발 과제
2,685건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국가 연구개발 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 투

입 실적 및 변화, 연구개발 수행 주체의 특성, 연구개발 단계 및 기술 유형
별 특성을 비교·분석하여, 농촌 정주환경 관련 혁신활동의 상대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2. 농촌 정주환경 개선 국가 연구개발 분석 결과
2.2.1. 정주환경 관련 국가 연구개발 과제 투입 현황
정주환경 관련 각 키워드에 대하여 도시와 농촌을 대상으로 한 국가 연
구개발 과제 수와 연구비 규모의 격차가 나타났다. 교통 부문의 경우 10년

7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삶의 질 대책이 수립되어 관련 연구개발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한 2007년을 분석 대상 시점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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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도시를 대상으로 한 국가 연구개발 과제가 2,272건 수행된 반면, 농촌을
대상으로 한 과제는 115건에 불과하였다. 주거의 경우에도 도시를 대상으
로 한 연구과제는 895건이 있었으나 농촌을 대상으로 한 과제는 172건이었
다. 연구개발 과제 수보다 연구과제 투입액의 격차는 더 크게 나타났다.
<그림 3-2> 농촌·도시 관련 국가 연구개발 연구과제 수(2007~2017)
단위: 개

자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수행한 연구개발 과제 수에 따른 연구개발 투입액의 차이를 넘어서 상대
적으로 도시에 비해 농촌 정주환경 관련 연구개발 과제 규모도 작은 것으
로 분석되었다. 에너지 관련 국가 연구개발 과제의 경우 10년간 농촌을 대
상으로 한 연구과제 수가 더 많았으나, 전체 연구비 투입 규모는 농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3,950억 원, 도시 대상 연구는 1조 5,700억 원으로 격
차가 크게 나타났다. 교통, 주거 부문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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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농촌·도시 정주환경 관련 국가 연구개발 투입액(2007~2017)
단위: 억 원

자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그 결과, 농촌 관련 국가 연구개발 과제당 연구비 규모는 도시 지역 대
상 연구과제와 큰 차이를 보였다. 교통의 경우 도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과
제는 평균 10.2억 원의 연구비가 과제당 집행되었으나 농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2.5억 원에 불과했다. 전체 평균에서도 도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과
제는 과제당 평균 연구비는 6.6억 원이었으나, 농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과제당 평균 연구비는 1.8억에 그쳤다. 농촌 정주환경 연구개발 과제들은
중소형 규모의 과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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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농촌·도시 정주환경 국가 연구개발 과제당 평균 투입액(2007~2017)
단위: 억 원

자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시와 농촌 간 연구개발 투입 비용의 격차는 좁혀
지지 않고 유지되거나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관련 국가 연구개
발 과제의 경우 도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과제 투입액은 2007년 70억 원에
서 2017년 200억 원 규모로 3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농촌 주
거 관련 국가 연구개발 과제 투입액은 9억 원에서 21억 원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에너지 부문 국가 연구개발 과제 투입 비용 또한 도시와 농촌
대상 연구 간 격차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도시 에너지 관련
연구개발 과제 투입액은 256억 원에서 2017년 1,380억 원 규모로 증가하
였으나 농촌을 대상으로 한 국가 연구개발 과제는 같은 기간 110억 원에서
304억 원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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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농촌·도시 주거 관련 연도별 국가 연구개발 과제 투입 비용(2007~2017)
단위: 억 원

자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그림 3-6> 농촌·도시 에너지 관련 연도별 국가 연구개발 과제 투입 비용(2007~2017)
단위: 억 원

자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과제 수행 기간을 기준으로 도시와 농촌 정주환경 관련 국가 연구개발
과제 특성을 살펴보면, 농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개발 과제의 평균 수행기
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 ‘주거’, ‘에너지’ 모든 부문에서 농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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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한 연구과제들의 평균 수행 기간이 도시 대상의 연구과제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통’, ‘주거’, ‘에너지’ 부문의 3년 미만의 단
기과제 비율은 도시 대상 연구는 21.5%, 농촌 대상의 연구과제는 30.1%로
차이가 있었다. 도시 대상 연구과제의 62.4%가 4년 이상의 중장기 과제였
던 것에 반해, 농촌 대상 연구과제의 경우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과제 비
율은 40.4%에 불과하였다.
<표 3-9> 농촌·도시 정주환경 관련 국가 연구개발 수행 기간별 비율(2007~2017)
단위: %
과제 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이상
계
평균 기간

교통
농촌
7.0
25.2
14.8
13.9
39.1
100.0
3.7년

주거
도시
5.7
13.4
13.2
29.4
38.3
100.0
4.2년

농촌
14.0
22.6
25.6
18.6
19.2
100.0
3.2년

에너지
도시
3.4
19.7
17.9
41.9
17.1
100.0
3.7년

농촌
6.0
15.6
48.2
17.2
13.0
100.0
3.4년

계
도시
5.8
16.4
17.4
33.0
27.4
100.0
4.0년

농촌
9.0
21.1
29.5
16.6
23.8
100.0
3.4년

도시
5.0
16.5
16.1
34.8
27.6
100.0
4.0년

자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2.2.2. 정주환경 관련 국가 연구개발 과제 수행 주체 특성
국가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한 수행 주체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주체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 농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개발 참여 주체 중 공공 부문
주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 분야에 따라 그
특성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교통과 주거 관련 연구의 경우 대학의 참여 비
중이 높은 반면, 에너지 관련 연구개발 과제는 국공립·출연연구원의 비중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부문의 경우 도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참여 주체 중 기업 비중은 28.5%에 달했으나, 농촌의 경우 11.0%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나 민간 부문의 참여 정도에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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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농촌·도시 정주환경 관련 국가 연구개발 과제 수행 주체 비율(2007~2017)
단위: %
기관 유형
국공립 및 출연연
대학
정부부처
기업
기타
계

교통
농촌
도시
13.9
22.1
54.8
48.9
0.9
0.0
21.7
22.0
8.7
6.9
100.0
100.0

주거
농촌
도시
30.2
6.7
48.3
79.3
0.6
0.0
11.7
10.2
9.3
3.7
100.0
100.0

에너지
농촌
도시
53.5
16.0
32.3
48.2
1.0
0.0
11.0
28.5
2.3
7.3
100.0
100.0

계
농촌
도시
32.5
14.9
45.1
58.8
0.8
0.0
14.8
20.3
6.8
6.0
100.0
100.0

자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농촌 정주환경 관련 국가 연구개발 과제는 농업·농촌 부문의 공공연구기
관이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특성을 보인다. 과제 수를 기준으로 국가 연구
개발 과제 상위 수행기관을 보면 농촌 대상 연구의 경우 농촌진흥청 및 산
하 연구기관들이 비중이 타 기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상위 기관의 집중도 또한 도시 관련 국가 연구개발 과제에 비해 높다.
주거 관련 연구개발 과제 주요 추진 주체를 살펴보면, 국립농업과학원, 국
립원예특작과학원, 농촌진흥청, 농어촌연구원 등의 수행 비중이 높게 나타
난 반면, 도시 주거 관련 연구개발 과제는 대학들의 참여 비중이 높았다.
<그림 3-7> 수행과제 수 기준 도시 주거 부문 국가 연구개발 과제 주요 추진주체
단위: %

자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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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수행과제 수 기준 도시 주거 부문 국가 연구개발 과제 주요 추진주체
단위: %

자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국가 연구개발 과제의 소관부처 기준으로 특성을 살펴보면, 농촌의 대상
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농정 담당 부처의 비율이 높게 나
타나는 반면, 도시 관련 연구의 경우 각 정책 부문별 주무부처의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도시 대상 연구의 경우 에너지 부문은 산업통상자원
부, 주거 관련은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농촌 관련 연구에서는 농촌진흥청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비율이 전
영역에서 높게 나타난다. 일례로 농촌 에너지 관련 국가 연구개발 과제의
소관부처 비율을 살펴보면 농촌진흥청이 전체 연구과제의 82.9%를 담당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시 에너지 관련 연구의 소관부처를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청 등 다양한
부처에서 관련 연구를 기획·관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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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수행과제 수 기준 농촌 에너지 관련 국가 연구개발 과제 소관부처 비율
단위: %

자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그림 3-10> 수행과제 수 기준 도시 에너지 관련 국가 연구개발 과제 소관부처 비율
단위: %

자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과제에서 공동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도시
대상 연구의 공동과제 비율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연구 분야별 차이는 있
으며, 교통 관련 연구의 경우 공동연구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이지만, 에너
지 관련 연구들은 공동연구개발 비중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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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관련 연구들은 도시와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간 공동수행 비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공동연구 참여 주체의 특성을 보면, 도시 대상 연구
의 경우 기업의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이지만 농촌의 경우 기업의 비중이
높지 않은 데서 차이를 보인다.
<표 3-11> 공동연구 수행 비율(2007~2017)
단위: %
구분
국공립 및 출연연구원
대학
기업
외국연구기관
기타

교통
농촌
13.9
26.1
26.1
1.7
0.9

주거
도시
14.5
28.4
41.1
2.4
12.5

농촌
2.9
14.0
14.5
0.6
4.1

에너지
도시
4.1
11.3
18.9
2.0
4.0

농촌
8.2
12.2
8.0
0.9
2.7

도시
13.2
23.9
34.6
2.3
12.4

자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정주환경 관련 국가 연구개발 과제 수행 주체들의 지역적 분포의 경우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수도권 및 대도시 주
체들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입지한 주체들의 비중이
40%에 달하며, 수도권과 광역시에 입지한 주체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지역을 포함하는 도 지역에 입지한 주체들의 참여
비중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12> 농촌 정주환경 관련 국가 연구개발 과제 수행기관 지역별 분포(2007~2017)
단위: %
지역 구분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수도권+대도시 계

교통

주거
20.9
20.0
0.0
40.9
2.6
2.6
3.5
3.5
0.9
0.0
53.9

에너지
0.6
33.7
0.0
34.3
15.1
4.7
5.2
3.5
1.7
0.0
64.5

9.7
30.3
0.5
40.5
3.2
1.1
1.7
3.3
0.5
0.0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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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지역 구분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
해외
기타
계

교통

주거
2.6
3.5
7.8
1.7
6.1
7.0
13.9
0.0
0.0
3.5
100.0

에너지
4.1
0.6
4.1
11.1
2.3
2.9
8.7
0.0
0.0
1.7
100.0

4.3
4.1
3.1
11.9
12.7
5.0
3.1
1.9
0.5
3.3
100.0

자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2.2.3. 정주환경 관련 국가 연구개발 과제 기술 특성
국가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개발 단계 및 기술 특성을 토대로 정주환경
관련 혁신 활동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개발 과
제의 경우 연구개발 성과의 상용화를 위한 개발연구의 비중이 도시 대상
연구에 비해 낮았다. 기초 연구의 비중 또한 도시 대상의 연구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표 3-13> 농촌·도시 정주환경 관련 국가 연구개발 사업 연구개발 단계별 비중
단위: %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기타
계

교통
농촌
도시
20.9
28.6
33.9
21.0
38.3
42.0
7.0
8.3
100.0
100.0

주거
농촌
도시
40.7
55.4
32.0
10.8
16.9
18.8
10.5
15.0
100.0
100.0

자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에너지
농촌
도시
35.6
29.8
31.8
17.8
29.3
42.2
3.3
10.2
100.0
100.0

계
농촌
32.4
32.6
28.1
6.9
100.0

도시
37.9
16.6
34.3
1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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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개발 과제의 성격에 따른 유형별 구분에서 농촌 대상의 연구개
발 과제들은 제품·공정·시제품 개발이 아닌 기타 개발 과제의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표 3-14> 농촌 정주환경 관련 국가 연구개발 유형별 비율(2007~2017)
단위: %
연구개발 성격
아이디어 개발
시제품 개발
제품 또는 공정 개발
기타 개발
계

교통

주거
3.0
13.6
48.5
34.9
100.0

에너지
15.7
3.5
8.7
72.2
100.0

10.6
12.2
25.1
52.1
100.0

계
9.8
9.8
27.4
53.1
100.0

자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3. 소결: 농촌 정주환경 개선 사회적 혁신 활성화 제약 요인

농촌 사회적 혁신 기반을 이해하기 위해 농식품 분야의 과학기술 계획
체계, 관련 정책, 연구개발 투입 현황, 국가 연구개발 과제 분석을 실시하
였다. 그 결과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회적 혁신의 활성화와 관련한
제약요인들을 확인하였다.
첫째, 농식품 분야의 과학기술 계획 체계와 관련하여 농식품 부문의 연구
개발 및 과학기술 계획 내에 농촌 정주환경 개선이나 주민 삶의 질 개선에
관한 연구개발 부문이 부재하다. ‘농촌 가치 제고’, ‘귀농·귀촌인 정착 기술
개발’ 등 관련 주제들이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서 다루어지고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정주환경과 관련성이 적거나,
실태조사와 같은 연구개발 사업 비중이 높은 실정이며, 정주환경과 관련한
적극적인 기술 개발이나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영역은 반영되
지 못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 계획 체계에서 농식품 과학기술 분야가 생명
공학, 농업, 농생명 산업영역으로 분류되는 것과도 관련이 높다. ‘농림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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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에서는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연구개발을 중심으
로 전략 및 과제가 구성되어 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기본계획’,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등 농촌 정주여건 관련 기본계획에서도 농촌 정주

여건 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기술혁신 관련 사업
들이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국토, 에너지, 환경 등 농촌
정주환경과 관련한 각 정책 영역의 계획에서 농촌 관련 이슈들이 다루어져
야 하나 그러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미래 도시 구현 관련 연구개발 로드맵이
작성되고 연구개발 과제가 수행되는 것과 비교할 수 있다.
<그림 3-11> 국가과학기술 계획 체계 및 농림식품부문 과학기술 계획 체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6). 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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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혁신 활동 부문의 재정 투입이 상대적
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에
서 농식품부 및 농진청 관련 연구개발은 재난안전, 식품안전 등의 영역으
로 한정되어 있으며, 타 부처 대비 투입액 또한 낮다. 정주환경 관련 도시
와 농촌을 대상으로 한 국가 연구개발 과제 분석 결과에서도 도시 대상 연
구과제 대비 농촌 대상 연구과제 투입액 및 수행 과제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연구개발 과제는 연구개발 기
간이 짧고, 과제당 연구개발 투입 금액이 낮은 중소형 과제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사회적 혁신이 수요 밀착형 혁신을 지향하면서 중
소규모의 연구개발 사업에 초점을 두었지만, 최근 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은
일본의 ‘미래를 여는 TECH 전략’이나 국내 유관계획에서 보듯이 첨단기
술 및 신기술에 기반하는 등 다양한 층위에서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가 연구개발 과제나 연구개발
예산 집행을 통해 나타나는 농촌 정주환경 관련 혁신 활동의 특성은 중장
기 연구개발이나, 첨단기술·신기술을 활용한 혁신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이 열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농촌 정주환경에 관심을 가지는 혁신주체의 다양성과 혁신주체 간
협력이 부족하다. 대부분의 사회적 혁신 과정과 마찬가지로 농촌 정주환경
관련 연구개발 과제 또한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수행되는 특징을 보이지
만, 지나치게 농정 관련 혁신기관의 비중이 높아 대학, 기타 출연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부족한 실정이다. 연구개발 과제 기획 또한 농정
부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같은 연구 키워드에 대해 다양
한 부처에서 기획이 이루어지는 도시 대상 연구과제들의 특성과 구분된다.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혁신주체 간 공동 연구 비중이 낮으며, 연구개
발 성과의 실증 및 확산을 위한 민간 주체의 참여가 낮은 특징을 보인다.
사회적 혁신과 관련 정책의 특성에서 사회 문제 관련 주체(부처)와 기술
담당 주체(부처) 간 협력이 중요한 전략으로 강조되는 점을 상기할 때, 농
촌 정주환경에 대한 다양한 주체들의 관심과 참여가 부족한 현실은 향후
사회적 혁신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있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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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혁신주체의 지역적 분포가 편중되어 있는 점이다. 혁신주체
의 성격상 대도시에 분포하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경향이지만, 농촌의 다
양한 수요를 발굴하고 사회적 혁신을 수행하기 위한 지역 연구개발 주체의
저변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향후 지역 단위 사회적 혁신 시스템을 구
축하는 데 있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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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정주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혁신 수요는 농촌 주민과 전문가로
조사 대상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조사에
서는 농촌 정주환경과 주민 삶의 질을 개선과 관련 있는 다양한 혁신 수요
를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정부와 지자체가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추
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의 중요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
다. 전문가 조사는 이와 달리 해결이 필요한 농촌 문제를 개방형으로 조사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혁신 활동, 해결 방법, 혁신
주체, 소요 예산 및 기간 등을 다각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설문문항을 구
성하였으며, 초점집단면접과 인터뷰를 통해 사회적 혁신 수요를 심층적으
로 검토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사회적 혁신 수요는 혁신 과정을 중심으로
유형화하였으며, 각 유형에 대응하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
적 혁신 수요의 유형화에서 도출할 수 있는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림 4-1> 농촌 정주환경 개선 사회적 혁신 수요 분석
설문조사를 통한 농촌 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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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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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촌 정주환경 개선 사회적 혁신 수요

1.1. 농촌 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수요
1.1.1. 설문지 작성 및 조사 방법8
농촌 주민의 정주환경 개선에 대한 수요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
정책연구센터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에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핵심과제’를 보고하기 위해 실시한 전문가·주

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의 활용해 작성하였다. 설문은 보건·의료, 복지, 교
육·문화,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환경·경관·안전 부문의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조사는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 중인 정책과 사업의 시의성과 중요도를 10점 척도로 조사
하였다. 또한 삶의 질 정책 각 분야에서 필요한 정책과 사업 또한 자유롭
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촌 현장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구
성한 KREI 리포터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2018년 7월 2일부터 11일까지
201명의 리포터를 대상으로 전자메일 및 SMS를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으

며, 100명이 응답하였다(응답률 49.8%).

1.1.2 조사 결과
농촌 주민들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농어촌 지역 응급의료서비스 확대
(8.4점)’와 ‘농어촌 분만취약 지역 지정 확대 및 혜택 강화(8.2점)’, ‘내과·

8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핵심과제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표 4-1>
에서 <표 4-5>에 걸쳐 주요 결과를 제시하며 <표 4-7>, <표 4-9>, <표 4-11>의
농촌 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수요의 근거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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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과 등 중요과목 진료 지원 확대(8.1점)’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선택
하였으며, 설문문항에서 제시한 정책 과제 외에 ‘면 단위 보건지소의 기능
강화 및 서비스 다양화’, ‘찾아가는 건강 검진 등 농어업인 대상 방문·순회
예방 진료 서비스 확대’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4-1> 농촌 주민의 보건·의료 부문 개선 수요
설문 문항

중요도(10점 만점)

① 농어촌 지역 응급의료서비스 확대
* 응급출동 인력·차량 확충 등

8.4

② 농어촌 분만취약 지역 지정 확대 및 혜택 강화
* 농어촌 산모 교통비 및 진료비 추가 지원

8.2

③ 4대 중요과목 진료 지원 확대
* 4대 중요과목: 내과, 한방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8.1

④ 농어업인 직업질환 대응 전문진료기관 구축 및 진료서비스 지원
* 농어업인 직업질환: 근골격계, 여성 부인병 등

8.1

⑤ 농어촌 주민 특화형 정신건강복지센터 확대 및 프로그램 강화
* 노인치매, 알코올 중독 등 농어촌 주민 특성 반영 및 상담심리치료 서비스 지원

7.9

⑥ 농촌형 치매 노인 공동생활마을 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

7.8

⑦ 도시 퇴직의사를 활용한 ‘고향의사제도’ 도입

7.0

⑧ 공중보건장학의 제도 도입·확대

6.7

⑨ 국립공공의과대학 설립

6.6

자료: 각주 8 참고.

복지 부문에서는 ‘농어촌 보육취약 지역 대상 영유아 보육 서비스 개선
(8.0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농어촌 취약계층 대상 재가복

지 서비스 지원 확대’가 그 뒤를 이었다. 그 외에 ‘1읍·면 1노인장기요양시
설’, ‘독거노인 돌보미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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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농촌 주민의 복지 부문 개선 수요
설문 문항
① 농어촌 보육취약 지역 대상 영유아 보육 서비스 개선
* 영유아 보육시설 및 전담보육인력 고용 확대
② 농어촌 취약계층 대상 재가복지 서비스 지원 확대
* 농어촌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
③ 행복버스 등 찾아가는 생활복지 서비스 확대
* 농기계·생활가전 수리, 법률상담, 건강검진 등
④ 농어촌 지역공동체 복지 돌보미 고용 지원
⑤ 농어촌 언어발달 환경 지원
* 다문화가정 자녀, 영유아, 장애인 언어치료 바우처 지원
⑥ 농어촌 식생활 취약계층 대상 영양 개선 지원
* 농식품 바우처 제도 활용
⑦ 가정폭력·학대 등 위기 대응 개입체계 강화

중요도(10점 만점)
8.0
7.8
7.7
7.7
7.5
7.4
7.4

자료: 각주 8 참고.

교육·문화 부문에서는 ‘농어촌 주민 평생교육 지원 강화(7.7)’, ‘농어촌
학교 교육프로그램 및 환경 개선 지원 강화(7.7)’, ‘농어촌 문화·여가 서비
스 지원 확대(7.7)’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농어촌 주민 수요 맞춤
형 자활교육프로그램 특성화 지원’, ‘문화·여가 거점시설 접근성 강화’ 등
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표 4-3> 농촌 주민의 교육·문화 부문 개선 수요
설문 문항
① 농어촌 학교 교육 프로그램 및 환경 개선 지원 강화
* 원격교육, 외국어·진로 교육 지원 및 교육 기자재·시설 등 개선
② 농어촌 주민 평생교육 지원 강화(주민자치센터, 행복학습센터 등 활용)
③ 농어촌 문화·여가 서비스 지원 확대
* 작은 도서관·영화관 등 시설 확충 및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강화
④ 농어촌 지역사회 시설을 활용한 마을학교 활성화
* 지역시설(마을회관, 문화·여가시설 등)을 활용한 주민자율형 교육 운영
⑤ 농어촌 노인 대상 문해교육 강화
⑥ 농어촌 초·중등과정 통합운영학교 내실화
⑦ 농어촌 다문화 학생 교육 지원 강화
* 다문화 예비학교 통학버스 운영, 한국어 교육 지원 강화
⑧ 동아리, 소모임 등 지역 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
⑨ 농촌 청년·귀촌인 활용 방과 후 교육 지원 강화
⑩ 1읍·면 1초·중학교 유지
자료: 각주 8 참고.

중요도(10점 만점)
7.7
7.7
7.7
7.6
7.5
7.4
7.4
7.3
7.2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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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생활기반 부문에서는 ‘농어촌 지역 주민의 난방비 절감 지원(8.1)’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상·하수도, 마을 도로 등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 지원
확대’가 8.0점으로 나타났다. 기타 자유 의견에서는 ‘인터넷 사각지대 해
소’,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점검 정기적 실시’ 등의 수요가 있었다.
<표 4-4> 농촌 주민의 정주생활기반 부문 개선 수요
설문 문항
① 농어촌 지역 주민의 난방비 절감 지원
* 도시가스 및 소형 LPG 저장탱크 보급 확대
② 상/하수도, 마을 도로 등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 지원 확대
③ 농촌형 에너지절감주택(패시브하우스 등) 개발·보급 지원
④ 취약계층 대상 주거환경 개선 지원 확대
*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주택 개량 자부담 경감,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 확대
⑤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100원 택시 확대
⑥ 농어촌 노인 대상 주거·복지 연계형 공동생활홈 확대
⑦ 농어촌 지역 대상 인터넷·모바일 접근성 확대
⑧ 농어촌 마을 공·폐가 철거·정비
⑨ 청년, 귀농·귀촌인 대상 주거 지원 강화
* 반값 임대, 셰어하우스 등
⑩ 농어촌 소재지와 연계한 마을 순환 커뮤니티버스 운영 지원
⑪ 빈집은행 등을 활용한 빈집 임대 지원사업 추진
⑫ 마을정비사업과 연계한 임대주택 단지 조성

중요도(10점 만점)
8.1
8.0
7.8
7.8
7.8
7.7
7.7
7.5
7.4
7.4
7.3
6.3

자료: 각주 8 참고.

환경·경관·안전 부문에서는 ‘화재 응급출동 및 즉시대응 능력 강화’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마을·지역 단위 농어촌 폐기물 수집·재
활용체계 구축 및 관리 강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및 공익형 직불제 확
대 추진’, ‘축산분뇨 처리·재활용을 통한 축산악취 저감’이 그 뒤를 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농업 및 생활 폐기물 수거·처리 관련 주민교육 강화’,
‘장묘부지 확보 및 기존 장묘시설 관리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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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농촌 주민의 환경·경관·안전 개선 수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설문 문항
화재 응급출동 및 즉시 대응능력 강화
마을·지역 단위 농어촌 폐기물 수집·재활용 체계 구축 및 관리 강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및 공익형 직불제 확대 추진
축산분뇨 처리·재활용을 통한 축산악취 저감
농어촌 범죄취약지역 CCTV 설치 확대 및 순찰 강화
범죄취약지역 CPTED(범죄예방환경설계) 도입
농어촌 주민 자율 범죄·방재 예방 및 대응 활동 지원 강화
홍수, 산사태, 태풍 등 자연재해별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
농어촌 환경 및 경관 보전 주민조직 육성 및 활동 지원

중요도(10점 만점)
8.4
8.3
8.3
8.3
8.2
8.1
7.7
7.5
7.3

자료: 각주 8 참고.

1.2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혁신 수요
1.2.1. 조사 방법9
농촌 정주환경 개선 수요는 시급하게 해결이 필요한 농촌 문제, 문제의
원인,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재의 활동, 기술 혹은 지식을 활용한 해결 방안,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활동의 구체적 내용 등을 설문, 초점집단면접, 인터
뷰를 통해 도출하였다.
설문은 농촌 정주환경 분야 관련 학계, 공무원, 중간지원조직, 기업에 속
한 22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2018년 9월 27일부터 10월 26일까지 한 달
간 전자메일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70명이 응답하였다(응답률 31.8%). 초
점집단면접과 인터뷰 분야와 대상자는 <표 4-6>과 같다.

9

전문가 대상 설문, 초점집단면접, 인터뷰의 결과는 <표 4-7>에서 <표 4-14>에
걸쳐 결과를 제시하며, 각 표의 분야별 초점집단면접 참여자 및 인터뷰 대상자,
조사일은 표 <4-6>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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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인터뷰 및 초점집단면접의 분야 및 대상
조사방식

분야

조사일

교육

2018. 10. 1.

교통

2018. 9. 13.

주택·에너지

2018. 9. 27.

초점집단
면접

교통

인터뷰

주거·에너지
복지
환경

2018.
2018.
2018.
2018.
2018.
2018.

9. 4.
6. 18.
8. 30.
10. 5.
8. 30.
9. 6.

대상자
단국대학교 A 교수, 한국교육개발원 A·B 박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A·B 박사, 충남교육연구소 A 이사
전주대학교 A 교수, 전북연구원 A 박사, 광역자치단체 A 교통전문위
원, 한국교통연구원 A 박사
농어촌연구원 A 차장, 적정기술 관련 사회적협동조합 A 상임이사, 충북
대학교 건축학과 A 교수, 주택 관련 사회적 기업 대표, 한국에너지기술
연구원 A 박사
전북연구원 A 박사
적정기술 협동조합 이사
농어촌연구원 A 차장
적정기술 관련 지자체 협동조합연합회장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A 박사
포항테크노파크 A 박사

자료: 저자 작성.

1.2.2. 조사 결과
가. 교육 분야 사회적 혁신 수요
‘농촌 교육 분야에서 시급하게 해결이 필요한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질

문에 전문가들은 ‘도·농 간 학력 격차’, ‘교사의 농촌 근무 기피’, ‘교사의
질 저하’, ‘교사 부족에 따른 교육과정의 다양성 부족’, ‘학생 수 감소 및
학교 통폐합’,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관심 부족’을 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농어촌 학교가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역시 소규모 학교 운영에서 나타나
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교육과정의 다양성 부족 및 교사의 질 저하 등 실제 농어촌 교육의 대

부분의 문제는 학교가 소규모로 운영되어 나타나는 문제이다. 소규모 학교
이지만 교육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고, 비용적 측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교육부 기준 보다 학생 수가 적은 초·중학교를 읍·면에서
유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예를 들어 학교 건물을 유지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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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교사를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대
안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한국교육개발원 A 박사)
“교사 수급이나 교육과정을 농어촌을 위해 새로 개발하는 것은 어렵다.

교사들도 농어촌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다. 정책적으로 농어촌에
근무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일시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
문제 해결은 아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A 박사)
전문가가 제시한 농촌 문제와 농촌 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수요를 비교해
보면 주민들이 학교 교육프로그램 및 환경으로 인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
여 전문가들은 ‘도·농 간 학교의 학력 격차’, ‘교사의 농촌학교 근무 기피’,
‘교사의 질 저하’, ‘교육과정의 다양성 부족’, ‘학생 수 감소 및 학교 통폐

합’,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 부족’의 6개 문제로 구체적
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4-7>과 같다.
<표 4-7> 교육 분야에 대한 농촌 주민과 전문가의 사회적 혁신 수요
분야

전문가 제시 농촌 문제

농촌 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수요 및 우선순위

교육

도·농 간 학력 격차
교사의 농촌 기피
교사의 질 저하
교사 부족에 따른 교육과정의 다양성 부족
학생 수 감소 및 학교 통폐합
교육에 대한 관심 부족

① 농어촌 학교 교육 프로그램 및 환경 개선 지원 강화
* 원격교육, 외국어·진로 교육 지원 및 교육 기자재·시설 등 개선

자료: 각주 8, 각주 9 참고.

이러한 농촌의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학생관리, 학습관
리, 교수학습 자원관리 등 농촌 지역에 맞는 교육시스템 구축(Learning
Management System, 온라인 콘텐츠 제공 등)과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통해

다양한 학습의 유형 적용(예: 한국형 온라인 무료강의[K-MOOC], 플립러닝
[Flipped Learning], 자유학기제, 대학과목 선이수제[Advanced Placement:
AP]) 제도 도입 등이 제시되었다.
“학교가 소규모로 운영된다면 네트워크를 통해 프로그램을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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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교육 환경은 나쁘지 않다. 학생 수도 적고 교사가 학생을 관리하기
도 쉽다. 여기에 기술을 적용하면 많은 학생들에게나 적은 학생에게나 똑
같이 적용된다. 농촌 여건의 특성을 살려야 한다. 현재 정책을 고치는 것보
다 네트워크를 튼튼히 하고 이 속에서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도시 수준으로
보완해 주면 된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A 박사)
“학교 선생님의 역량 강화, 학습 공동체 활동 등의 부분에서도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한국교육개발원 A 박사)
<표 4-8> 교육 분야 사회적 혁신 수요
분야

문제
도·농 간 학력 격차
교사의 농촌 기피

교육

교사의 질 저하

혁신 추진 방향
신기술 개발, 기술 변용,
새로운 서비스 개발
신기술 개발, 기술 변용,
새로운 서비스 개발
기술의 변용,
새로운 서비스 개발

필요한 사회적 혁신 특성
혁신 주체
소요 기간

제약 요인
기술 생산, 보급
주체 부족
혁신 네트워크 미비

정부, 지자체

장기

정부, 지자체

장기

혁신 네트워크 미비

지자체

단기

기술 생산, 보급
주체 부족
기술 생산, 보급
주체 부족

교사 부족에 따른
교육과정의 다양성 부족

신기술 개발, 기술 변용,
새로운 서비스 개발

정부, 지자체

장기

학생 수 감소 및 학교
통폐합

기술 변용,
새로운 서비스 개발

지자체

장기

교육에 대한 관심 부족

기술 변용

주민

단기

국가 차원의
기술혁신 어젠다
발굴 미흡
-

자료: 각주 9 참고.

나. 교통 분야 사회적 혁신 수요

교통 전문가들은 농촌에서 시급하게 해결이 필요한 문제로 열악한 대중
교통 여건을 뽑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높은 노인 교통사고 사고율과 열악
한 도로 여건을 제시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인 열악한 대중교통 여건
문제의 원인은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이용객 확보하지
못하는 농촌의 구조적 문제라고 제시하였다. 교통사고의 원인으로는 농촌
마을을 고려하지 않은 도로 배치를 주요 원인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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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한 대에 서울의 경우 68만 원, 지방도 60만 원. 지방에도 50만 원

이상 비용이 든다. 버스요금을 1,300원으로 잡으면 300~400명의 승객을 태
워야 한다. 농촌에서는 이 정도 승객을 태울 수 있는 노선은 많이 없다. 농
촌은 버스가 운행이 불가능한 구조다.”(한국교통연구원 A 박사)
“농촌의 도로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도로가 마을을 가로질러 마을

의 가치를 훼손하고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으로 어떻게 도
로 배치를 바꾸는 등의 고민이 필요하다. 연구를 통해 도로망을 유형화하
고 시설을 보완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전북연구원 A 박사)
농촌 교통 분야에 대하여 전문가가 제시한 농촌 문제와 농촌 주민의 정
주환경 개선 수요는 공통적으로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도로 여건이 불편하
다는 점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농촌 노인의 교통사고를 심각한 문제로 판
단하고 있었다.
<표 4-9> 교통 분야에 대한 농촌 주민과 전문가의 사회적 혁신 수요
분야
교통

전문가 제시 농촌 문제
열악한 대중교통 여건
높은 노인 교통사고율
열악한 도로 여건

농촌 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수요 및 우선순위
⑤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100원 택시 확대
② 마을 도로 등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 지원 확대
② 마을 도로 등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 지원 확대

자료: 각주 8, 각주 9 참고.

농촌의 교통문제는 현재 점차 확대하고 있는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
택시와 같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이용해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무인자동차를 이용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이 운
전자 인건비 상승 및 농촌 지역 운전자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농어촌은 기존 농어촌 버스의 대기시간이 긴데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은

콜 이후 빠른 시간에 도착하기 때문에 주민들 만족도가 높다. 비용적 측면
에서도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하는 것이 비용이 더 낮은 것으로 보인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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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연구원 A 박사)
“비용적 측면에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과 농어촌 버스의 차이는 크지

않다.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이용률이 높아 기존의 버스보다 주민 이동이
훨씬 늘어난다. 단순비용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이 더 나올 수 있지만 운
행 횟수가 늘어나고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단순히 비용만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광역자치단체 A 교통전문위원)
“농촌은 이용자가 적고 승객들이 기종점에서만 탑승·하차하기 때문에 기

술적 어려움이 적다. 무인자동차 도입을 한다면 농어촌 지역 콜버스가 좋은
대안이다. 기존 교통수단의 주요 비용이 인건비에서 발생한다. 향후 운전자
부족 및 인건비 상승에도 대비할 수 있다.”(광역자치단체 A 교통전문위원)
<표 4-10> 교통 분야 사회적 혁신 수요
분야

문제
열악한 대중교통 여건

교통

높은 노인 교통사고율
열악한 도로 여건

혁신 추진 방향

필요한 사회적 혁신 특성
혁신주체
소요기간

신기술 개발, 기존 기술의 변용,
정부, 지자체 장기
새로운 서비스 개발
기존 기술의 변용,
지자체
단기
새로운 서비스 개발
신기술 개발, 기존 기술의 변용,
정부, 지자체 장기
새로운 서비스 개발

제약 요인
국가 차원의 기술혁신
어젠다 발굴
미흡, 혁신 네트워크 미비
지역 어젠다 수요 발굴
미흡
지역 어젠다 수요 발굴
미흡

자료: 각주 9 참고.

다. 주택·에너지 분야 사회적 혁신 수요

농촌의 주택과 에너지 분야에서 시급하게 해결이 필요한 문제가 무엇인
가라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노후 불량 주택, 낮은 냉난방(에너지) 효율성,
주택 유지·관리의 어려움, 도시 대비 높은 에너지 비용, 공·폐가 증가 등을
문제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는 원인은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도시와 농촌의 구조적 차이가 있으며, 기술의 확산이 농촌까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으로 진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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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는 도시가스를 이용하고 그 주변은 LPG를 이용하고 농촌은 기

름보일러를 쓰는 경우가 많다. 각각의 에너지원으로 원하는 열량을 얻는데
가장 저렴한 연료가 도시가스, 가장 비싼 연료가 기름이다. 농촌 주민들이
가장 비싼 에너지원을 이용하고 있다. 아파트는 적층식이라 외기에 면하는
면적이 적지만 단독주택인 농촌 주택은 열 손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에
너지가 더 많이 든다. 사용하는 에너지는 많고 그 연료가 더 비싸다. 이것
이 가장 객관적인 농촌의 에너지 문제이다.”(농어촌연구원 A 차장)
“건축물의 효율을 강화하는 기술 로드맵은 나와 있다. 실제 필요한 요소

기술도 거의 정립되어 있다. 하지만 좋은 기술들은 수도권 중심으로 기술
이 집약되고 있고 농어촌 지역에는 기술을 보급·확산할 수 있는 주체들이
적어 새로운 기술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충북대학교 건축학과 A 교수)
주택·에너지 분야에 대하여 전문가가 제시한 농촌 문제와 농촌 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수요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낮은 냉난방 효율성,
노후 불량 주택, 도시 대비 높은 에너지 비용 등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문제이며 주민들이 생각하는 순위도 높게 나타났다.
<표 4-11> 주택·에너지 분야에 대한 농촌 주민과 전문가의 사회적 혁신 수요
분야

주택
에너지

전문가 제시 농촌 문제

농촌 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수요 및 우선순위

낮은 냉난방 효율성

③ 농촌형 에너지절감주택(패시브하우스 등) 개발·보급 지원

노후 불량 주택

④ 취약계층 대상 주거환경 개선 지원 확대
*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주택 개량 자부담 경감, 집 고쳐주기 활동 확대

주택 유지·관리의 어려움

④ 취약계층 대상 주거환경 개선 지원 확대
*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주택 개량 자부담 경감,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 확대

도시 대비 높은 에너지 비용

① 농어촌 지역 주민의 난방비 절감 지원
* 도시가스 및 소형 LPG 저장탱크 보급 확대

공·폐가 증가

⑧ 농어촌 마을 공·폐가 철거·정비

자료: 각주 8, 각주 9 참고.

농촌의 주택·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촌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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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라는 사유재산을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어렵기 때
문이다. 적정기술을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선하고 이러한 노력을
할 수 없는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과 기존 기술이 농촌에 활용될 수 있게
지원하는 데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
“기술은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기존 기술의 분배가 중요하다. 기존

기술의 적용에는 인건비가 상당한 비용을 차지한다. 그래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사회 기술로 강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난방을 위해
창문에 단열 에어캡을 붙이는 것과 같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
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적정기술 관련 사회적협동조합 A 상임이사)
농촌 주민들이 스스로 주택·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더라도 사회적
혁신을 통한 문제 해결을 막는 제약요인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혁
신주체의 부족이다. 농촌 주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인
력이 농촌 지역에서 활동할 수 없는 여건이다.
<표 4-12> 주택·에너지 분야 사회적 혁신 수요
분야

주택
에너지

필요한 사회적 혁신
혁신 추진 방향
혁신주체
적정기술의 개발·보급, 새로운
낮은 냉난방 효율성
주민
서비스 개발
노후 불량 주택
적정기술의 개발·보급
주민
적정기술의 개발·보급, 새로운
주택 유지·관리의 어려움
주민
서비스 개발
적정기술의 개발·보급, 기술의
도시 대비 높은 에너지 비용
주민
변용
공·폐가 증가
새로운 서비스 개발
지역기반 조직
문제

특성
소요 기간

제약 요인

장·단기

기술 보급 주체 부족

장·단기

기술 보급 주체 부족

장·단기

서비스 주체의 부재

장·단기
단기

수요 발급 미흡
기술 보급 주체 부족
혁신 네트워크 미비

자료: 각주 9 참고.

“좋은 기술들은 수도권 중심으로 기술이 집약되고 있고 파급이 되지 않

는다. 예를 들어 창호를 시공을 할 때 기밀하게 창호 시공법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이다. 농촌은 수요가 적어 농촌에서 일하는 분들이 없
다.”(충북대학교 건축학과 A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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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의 경우 농촌을 중심으로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태양광의 혜

택을 농촌 주민들이 누리고 있다. 농촌 주택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확대
해야하는데 기존의 설비는 구조가 약한 주택에 설치할 수 없어 가볍고 설
치가 가능한 태양광 패널을 개발 중이다.”(에너지기술연구원 A 박사)
라. 보건·복지, 환경·경관, 안전 분야 사회적 혁신 수요

보건·복지, 환경·경관, 안전 분야 전문가들은 농촌 시급하게 해결이 필요
한 문제로 전반적 건강 보호 미흡·취약한 보건의료 여건, 폐기물 처리 미
흡·축산 하수처리 미흡, 재해 대비 부족·취약한 생활안전 등을 제시하였다.
전문가가 제시한 농촌 문제와 농촌 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수요 비교의
주요 특성은 농촌 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수요 전문가 조사에서 중요하게
언급된 문제가 농촌 주민 대상의 설문 결과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
다는 것이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중요도 상위 5개 문항이 모두 전문가
가 제시한 농촌 문제와 연관이 있으며, 환경·경관·안전 분야를 하나의 그
룹으로 조사한 주민 수요 9개 설문조사 문항 가운에 8개 문항이 전문가가
제시한 농촌 문제와 관련 있었다.
보건·복지, 환경·경관, 안전 분야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의 주요 원인은 저
출산 고령화로 인한 보건·복지 수요 급증과 인구 감소로 인한 의료 시설
감소, 기존의 잘못된 폐기물 처리 습관, 재해 취약성 및 취약 지역에 대한
조사 부족 등을 제시하였다.
문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회적 혁신의 특성은 다양했지만 세 분야
모두 혁신주체로서의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보건·의료 분야, 안전 분
야의 재해 대비 문제는 국가가 혁신의 주체로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고 제시하였으며, 국가 차원의 기술 개발에 대한 노력 부족이 혁신의 제약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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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보건·복지, 환경·경관, 안전 분야에 대한 농촌 주민과 전문가의 사회적 혁신 수요
분야

전문가 제시 농촌 문제
④
전반적 건강보호 미흡

⑤

보건
복지

①
②
③

취약한 보건의료 여건

환경
경관

폐기물 처리 미흡
영농·축산 하수 처리 미흡
폐농자재에 의한 경관훼손
재해 대비 부족

안전
취약한 생활 안전

②
④
⑨
①
⑧
⑤
⑥
⑦

농촌 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수요 및 우선순위
농어업인 직업질환 대응 전문진료기관 구축 및 진료서비스 지원
* 농어업인 직업질환: 근골격계, 여성 부인병 등
농어촌 주민 특화형 정신건강복지센터 확대 및 프로그램 강화
* 노인치매, 알코올 중독 등 농어촌 주민 특성 반영
* 농어촌 상담심리치료 인력 확대 및 서비스 지원
농어촌 지역 응급의료서비스 확대
농어촌 분만취약 지역 지정 확대 및 혜택 강화
4대 중요과목 진료 지원 확대
* 4대 중요과목: 내과, 한방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마을·지역 단위 농어촌 폐기물 수집·재활용 체계 구축 및 관리 강화
축산분뇨 처리·재활용을 통한 축산악취 저감
농어촌 환경 및 경관 보전 주민조직 육성 및 활동 지원
화재 응급출동 및 즉시 대응 능력 강화
홍수, 산사태, 태풍 등 자연재해별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
농어촌 범죄취약 지역 CCTV 설치 확대 및 순찰 강화
범죄취약 지역 CPTED(범죄예방환경설계) 도입
농어촌 주민 자율 범죄·방재 예방 및 대응 활동 지원 강화

자료: 각주 9 참고.

<표 4-14> 보건·복지, 환경·경관, 안전 분야 사회적 혁신 수요
분야

보건
복지

환경
경관

문제

혁신 추진 방향
신기술 개발, 기술의 변용,
전반적 건강보호 미흡
새로운 서비스 개발
신기술 개발,
취약한 보건의료 여건
새로운 서비스 개발
기술의 변용, 적정기술의 활용,
폐기물 처리 미흡
새로운 서비스 개발
기술의 변용, 적정기술의 활용,
영농·축산 하수 처리 미흡
새로운 서비스 개발

필요한 사회적 혁신 특성
혁신주체 소요 기간
국가, 지자체 장기
국가, 지자체 장기

국가
발굴
국가
발굴

제약요인
차원의 기술혁신 어젠다
미흡
차원의 기술혁신 어젠다
미흡

지자체

장·단기

지역 어젠다 수요 발굴 미흡

지자체

단기

지역 어젠다 수요 발굴 미흡

폐농자재에 의한 경관훼손 새로운 서비스 개발

지자체, 지역
장기
기반조직

혁신 네트워크 미비

재해 대비 부족

신기술 개발

지자체, 국가 장·단기

국가 차원의 기술혁신 어젠다
발굴 미흡

취약한 생활 안전

기술의 변용,
새로운 서비스 개발

지자체, 지역
단기
기반조직

지역 어젠다 수요 발굴 미흡

안전

자료: 각주 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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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촌 정주환경 관련 사회적 혁신 과정 유형 및 특성

2.1. 농촌 정주환경 개선 관련 사회적 혁신의 유형 분류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혁신은 대상이 되는 사회적 문제 및
혁신활동의 특성, 혁신주체, 사회적 혁신의 제약요인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설문조사 및 FGI를 통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농촌 정주환경 관
련 사회적 혁신 과정을 유형화하였다. 유형 분류 기준은 기술 수준, 혁신
책임 주체(국기 및 지자체), 기술의 활용 형태(개발 및 보급)로 구분하였다.
각 수요조사를 통해 도출된 유형별 대표적인 사회적 혁신 수요에 대하여
특성과 정책 방향을 정리하였다.

2.1.1. 농촌 정주환경 개선 관련 사회적 혁신 유형
첫 번째 유형은 제도 개선 등을 통한 대응이 어려워, 국가 연구개발 사
업 등으로 신기술 개발하여 중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공공 서비
스 관련 사회적 혁신이다. 농촌 과소화 등 수요 감소에 따라 기존 공공 부
문 및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들의 개선이 첫 번째
유형에 포함되며, 이러한 유형으로 해결해야 할 농촌 문제로는 대중교통,
의료서비스, 교육 서비스 축소·중단 등이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사회 문제의 특성이 지역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공
공 부문의 실증 연구를 통해 지역에 맞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주
제에 대한 사회적 혁신이다. 이러한 유형은 지역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
지는 주민과 역량을 갖춘 지역 혁신주체 간 협력을 통해 대응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마을·지역사회 생활 문제, 환경·경관 문제 등이 두 번째 유형
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다.
세 번째 유형은 민간 부문에서 적절한 수준의 제품·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농촌의 경우 지리적 불리함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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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대한 사회적 혁신이다. 세 번째 유형은 농촌 내 사회적 혁신주체들
의 육성을 통해 대응 가능하며, 농촌 노후 주택 개선, 농촌 빈집 증가에 따
른 주거환경 훼손 등이 이러한 유형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들이다.
네 번째 유형은 사회적 문제 및 수요의 지역적 차이가 크지 않으며, 실
용·적정 기술의 보급·교육을 통해 생활 속에서 개선이 가능한 사회적 수요
와 관련된 사회적 혁신이다. 농촌 주택의 과도한 난방비 부담을 적정기술
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것이 대표적 형태이다.
<표 4-15> 사회적 혁신 과정으로 분류한 농촌의 사회적 혁신 유형
유형

미래 신기술 개발을 통한
농촌정주여건 개선

문제 특성 및
원인

취약한 농촌
공공·생활서비스

지역 단위
사회적 혁신 네트워크
구축

농촌 사회적 혁신주체
육성

생활기술의 보급·교육

지역별로 상이한
농촌 정주환경 관련 높은 농촌 취약계층의 열악한
정주여건 및 생활문제
서비스 구매 비용
정주환경

사회적 혁신과정

지역 이슈 발굴,
미래 신기술의 개발과 농촌
수요-기술혁신 네트워크
대상의 실증연구
구축

사회적 경제주체 등
공익성을 목적

주민의 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보급,
확산

관련
정책, 사업

문제 해결형 국가 연구개발
시민연구사업,
사업
지역수요맞춤형 R&D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
사회적기업육성사업
농촌공동체회사 육성

(환경 분야)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사업

(사회적) 기업, 주민,
지자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주요
혁신주체

정부, 공공연구기관,
기술보유기업

지역 대학, 연구기관,
지자체, 주민,

농촌 부문의
지역 단위 어젠다 수요
농촌 사회적 국가(사회)기술혁신 어젠다
기술의 보급, 국지성을
발굴 미흡, 농촌 관련
혁신 제약요인 발굴 미흡, 소규모 R&D
가진 제품 생산 주체 부족
혁신 네트워크 미비
중심
대중교통 개선,
의료시스템 개선(건강
관리) 등

농촌 사회적
혁신 수요

관련 사례

교통안전 개선,
쓰레기 처리 문제,

산업통상자원부 ‘농촌 마을 포항을 바꾸는 100일의
태양광에너지
생활 실험,
실증모델 개발’
서울혁신파크

자료: 저자 작성.

기술, 인력 부족,
주체들의 지속가능성
문제

농촌 노후주택 개선,
교육 콘텐츠 제작

농촌 난방 개선,
귀농·귀촌 정착

제주 클낭프로젝트

충남 적정기술공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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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유형별 농촌 사회적 혁신 과정 및 사례
2.2.1. 미래 신기술 개발을 통한 농촌 정주여건의 근본적 개선 -농촌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농촌의 대중교통 현황을 살펴보면 마을(행정리)을 경유하는 노선버스의
1일 평균 운행횟수는 마을당 6.1회이며 10회 미만 운행 마을이 59%, 미운

행 또는 3회 이하 운행 마을은 20%에 이르러 교통서비스 이용 여건이 매
우 취약하다.
농식품부와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에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이용해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2018년 농
촌형 교통모델, 공공형 택시 사업을 전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전라남
도의 ‘100원 택시’, 경상남도의 ‘브라보택시’ 등과 같이 지자체들도 자체적
으로 교통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와
국토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시·군당 5천만 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어 2017년 사업 대상 시·군 중 82%가 사업 수혜 인
구 비율이 5% 미만에 머물고 있으며, 대상 지역 및 수혜자의 편차가 심하
고 이용 횟수도 불충분하다. 충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가
와 지자체의 막대한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최저임금 상승과 주
52시간 근무제의 확대로 교통수단 운행비용의 약 70%에 이르는 인건비의

상승이 예상되어 현재의 사업 방식으로는 충분한 서비스 확대가 어려울 것
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농촌 지역에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용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검토하고 이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필요한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추진해야
한다. 세계 각국에서 자율주행 대중교통 시범운행을 수행중이며, 실제 정
규 노선에 도입하여 정식 운영을 적극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스위스에서
는 자율주행 셔틀버스 2대를 2017년 9월부터 운행하기 시작하여, 1.3km
구간의 4개 정류장을 운행하는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도 자율주행 버스의 시범운행을 시작하였으며, 농촌은 승객과 통행량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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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아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정부는 미국 도로교통안전청 3단계 수준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한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2017~2021)’을 수립하고
산업부(핵심부품, 시스템, 자동차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플랫폼, ICT
인프라 및 서비스 개발), 국토부(법·제도 개선, 도로 인프라 및 교통운영기
술 체계 개발)가 역할을 분담하여 연구개발 추진 중에 있으나 연구개발과
기술의 실증을 위한 시범사업 등에서 농촌의 도로, 운행 형태 등의 특성은
고려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2.2.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혁신 네트워크 구축 - 농촌
노인 교통안전 개선
교통사고로 인한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는 경북 군위군 48.6명, 경북 성
주군 45.0명, 경남 고성군 42.0명, 전남 담양군 41.6명의 순으로 농촌의 군
지역의 순위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등 농촌 지역의 교통사고는 심각한 문
제이다. 지방도·시군도의 속도 관리 어려움, 도로 자체적 결함요인 미개선
등의 운영관리 문제점 외에도 보행로 미설치로 인한 길 가장자리 통행, 조
명시설 부족으로 인한 야간사고 위험, 농번기 농기계 사고 등과 같은 지역
특성적인 위험 요인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5년 단위 ‘교통안전기본계획’, ‘대중교통기본계획’ 등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경찰과 함께 도로 및 시설의 유지 관리 및 개선을 담당하고 있지
만 지자체의 지방관리도로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고 있으며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와 관련된 관리주체가 이원화되는 등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해결
이 쉽지 않다. 또한, 농촌 지역에서는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인
통행량, 교통사고 특성 등 많은 자료들을 파악하기 어렵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부족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 경찰, 연구기관,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 차원의 대응 네트
워크를 구축하여 교통사고 위험 지역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해야 할 필
요가 있다. 지자체와 경찰, 주민은 지역 도로 및 기존 교통사고의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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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고 연구기관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도로 설계 및 필요 설비를 제
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지자체와 경찰은 이를 도로 개선 및 안전
설비 확충 등의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연구와 기술 등을 살펴보면 도로 여건 개선 측면에서 국토
부는 2014년 12월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국토부)｣을 제정
하여 고령자 사고가 잦은 곳,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도로설계 기준의 방향
과 원칙을 제시하였다. 또한, ｢마을주민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안)｣을
마련하여 2015년부터 마을을 통과하는 지방부 도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전국 5개 군 17개 구간)을 실시하였다. 안전시설 측면에서는 ‘보행자 자동

인식 신호기’, ‘보행자 횡단 시 차량정지 유도기술’ 등 여러 장치와 기술이
개발되어 보급 중인 단계이다.
○ 관련 사례 - ‘포항시 ‘포항을 바꾸는 100일의 생활실험’
-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20여 개의 어젠다를 발굴하고 5개의 사회적 혁신 과제 선정
-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형 리빙랩 구축 사업 추진
- 포항테크노파크 정책연구소가 네트워크 허브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지역 주민들이 어젠다를 제시하고, 포항시, 지역대
학이 참여하여 문제 해결 지원을 위한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
- 지역 내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 관련 프로젝트, 지역 내 고령화로 인한 과소화·슬럼화 지역의 마을 경관 개선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여 IoT 기반 쓰레기통 제작,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상하수도 시스템 개선, 아름다운 해안길
조성을 위한 시범프로젝트 추진 및 확산 등의 성과 창출
자료: 저자 작성.

2.2.3. 농촌의 사회적 혁신주체 육성 - 농촌 노후주택 개선
농촌 지역의 주택은 노후화된 경우가 많아 구조적 안전성이 떨어지고 에
너지 효율이 낮은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 때문에 농촌 주민들은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냉난방에 많이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정부는 2010년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근거로 하는 ｢녹색건
축물 조성 지원법｣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근거로 건축물의 에너지 절
감을 위한 연구개발 및 기술의 실증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
촌 주택을 대상으로는 과거 ‘농촌마을 리모델링 사업’, ‘취약지역생활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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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조사업 등의 사업’과 현재 ‘농촌주택 개량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
불량주택이 주택이 많은 마을의 전반적 주거환경 개선과 개별 주택을 개량
해 추진하고 있지만 혜택을 받는 주택은 소수에 그치고 있다. 대다수의 농
촌 주민은 주택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생활하거나 개인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불하여 주택을 신축 또는 대대적으로 수리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개량하
고 있다.
패시브하우스, 제로에너지 주택, 건축 구조 보강 등의 기술은 이미 널리
활용하고 있는 단계의 기술이지만 농촌은 도시에 비해 주택의 구조적, 에
너지 성능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술 인력, 사업체가 부족하여 적
정한 가격과 시점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농촌 주택
의 구조·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서비스가 가능한 사회적 혁신주체를 육성
하고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관련 사례- 제주 ‘클낭 프로젝트’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소셜 벤처 발굴·육성 프로젝트
- 사회 문제 해결 비즈니스 소셜 벤처의 창업과 성장 생태계 조성 지원
- ‘클낭 챌린지’는 공모 방식을 통해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개평가와 온라인 자문단의 평가로
선정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창업 지원금과 컨설팅을 제공
자료: 제주 클랑 프로젝트(www.keulnang.org/introduction: 2018. 10. 1.).

2.2.4. 생활기술의 보급 및 교육 –농촌 주민의 난방비 절감
농촌 지역은 난방을 위해 도시가스 및 LPG를 사용하는 도시와 달리 등
유 등의 기름을 원료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다. 도시가스, LPG, 기름 가운
데 같은 열량을 얻는 데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원료가 기름으로, 농촌 주
민들이 가장 비싼 에너지원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 사업
자가 농촌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구축 시 융자지원을 제공하고 도시
가스 미공급 지역에 LPG 소형 저장탱크 및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
진 중이다. 하지만 농촌의 경우 여전히 기름보일러를 쓰는 가구가 많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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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원의 변경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드는 만큼, 현재의 난방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거주하고자 하는 가구가 많다.
방 한 칸 단열(누구나 할 수 있는 단열시공교육), 효율이 높은 난방장치
제작(로켓매스히터 등), 이동식소형에너지자립주택 개발(달팽이하우스), 바
이오가스를 이용한 난방, 우드칩보일러 등을 거점화하는 마을 단위 에너지
지역 난방시스템 개발 등 난방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적정기술의 개발과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농촌의 전반적인 난방비를 낮추기에는 아직 미
미한 수준이다.
○ 관련 사례- 전남 곡성의 항꾸네 협동조합
- 누구나 쉽게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농촌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필요한 ‘적정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마을 주민이 설립한 협동조합
- 4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하여 연소효율이 높은 화덕, 난로 등을 제작
- 제작 판매가 아닌 기술 교육, 실습 등 적정기술의 보급이 주요 활동이며, 화덕·난로뿐만 아니라 다양한 농촌생활기술을
개발·보급함
자료: 안건모. "자네 싸움 좀 했다며?" 오마이뉴스(2016. 2. 25.).

○ 관련 사례- 영국 대안기술센터(Center for Alternative Technology)
- 지속가능하고 건강하며, 생태적으로 건전한 기술과 삶의 방식을 개발,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조직으로
1975년 제라드 모건-그렌빌(Gerard Morgan-Grenville)이 설립
- 대안기술센터는 조합원 4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3~4명은 대안기술센터에 거주하고 있으며, 건축·엔지니어링·생
물학·교육·디자인·커뮤니케이션·친환경 관광 등에 전문 지식을 가진 스텝을 고용
- 버드나무 바구니 제작, 숯 만들기, 의자 만들기, 나무 조각, 빗물 저장과 물 관리, 생태 화장실, 흙 오븐 만들기
등의 체험활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단기·일일, 2년제 대학원 등의 교육과정을 갖춤
- 방문객의 입장료와 자체 출판·영상물 판매, 식당 운영, 체험 프로그램 이용료 및 대안기술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센터를 운영
- 물로 이동하는 암벽철로, 친환경적 자가 건축물, 저에너지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이용, 쓰레기 퇴비화, 퇴비
화장실 등이 만들어져 실제 사용
자료: 박선영(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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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농촌 사회적 혁신 수요 유형별 정책 추진 제약요인

농촌의 사회적 혁신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농촌 주민의 사회적 혁신 수
요, 전문가가 제시하는 농촌의 사회적 혁신수요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
다. 도출한 수요는 사회적 혁신 과정을 기준으로 유형화를 진행하였고 각
유형을 설명할 수 있는 사례 또한 제시하였다. 농촌의 사회적 혁신 수요와
유형화에서 나타나는 과제를 앞서 제3장에서 제시한 농촌 사회적 혁신정
책의 제약요인과 관련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농촌 정주환경 관련 사회적 혁신의 유형 분류에서 첫 번째 유형으
로 제시한 국가연구개발 사업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제3장에서 제시한 농촌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개발 부재와 농
촌 정주환경에 개선에 참여하는 혁신주체의 다양성·협력 부족과 관련이 있
었다. 사회적 혁신 수요조사 결과 국가차원의 연구개발이 필요한 수요가
존재하지만 기술의 개발이나 적용에 있어 농촌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것을 구체적인 농촌의 문제들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농촌의 열악한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자
동차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수요조사에서 나타났으나
정부는 추진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
(2017~2021)’에서 농촌에 대한 고려는 없어 기술 개발 이후에도 농촌에 적

용하기 위해 별도의 연구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자율 주행자동차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존의 산업부(핵심부품, 시스템, 자동차 개발), 과
학기술정보통신부(플랫폼, ICT 인프라 및 서비스 개발), 국토부(법·제도 개
선, 도로 인프라 및 교통 운영기술 체계 개발)와 더불어 농식품부(농촌 도
로 및 이용 특성을 고려한 운영기술 체계 개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
다. 이처럼 농촌 정주환경 개선과 관련 있는 다양한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사업은 농촌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거나 농식품부, 농진청을
중심으로 최신 기술의 농촌 적용에 대한 연구개발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
다. 이러한 연구개발에는 정보통신, 교통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혁신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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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역 단위 사회적 혁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문제 해결이
필요한 유형은 제3장의 혁신주체의 지역적 편중이라는 제약요인과 관련이
있다. 사회적 혁신 수요조사 결과, 지역 단위의 사회적 혁신 네트워크 구축
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환경·경관 분야의 폐기물 처리 개선, 교
통 분야의 교통안전 개선 등의 혁신 수요에서는 지역의 연구개발 및 혁신
주체의 저변이 부족하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개선 수요에 대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농촌 사회적 혁신주체의 육성과 생활기술의 보급·교육을 통해 문제 해결
이 필요한 유형의 경우는 제3장의 제약요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연구개발을 하거나 혁신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를 육성하고 기술을 지원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계획 체계, 관련 정책, 연구개발 투입 현황, 국가 연구개
발 과제 분석에서 도출한 제약요인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사회적 혁신
수요조사에서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농촌 문제로 제시된 것은 농촌 노후주
택 개선, 농촌 에너지·난방 효율 개선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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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촌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혁신정책 추진 방안10

1.1. 농촌 교육 여건
1.1.1. 농촌 학령인구 감소 및 소규모 학교 증가
학령인구에 해당하는 6세부터 21세 사이의 인구수는 1965년 104만 명에
서 2015년 약 89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보고에 따
르면, 초등학교 학령인구는 2065년에 2015년 대비 61%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며,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령인구도 같은 기간 각각 54%와 47% 수준
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농촌은 도시에 비해 더 급격한 학령인구
의 감소 추세를 보인다. 도시 초등학교 학령인구는 2005년 약 3,326천 명
에서 2017년 약 2,208천 명으로 3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
의 학령인구는 2005년 약 1,727천 명에서 2017년 약 1,169명으로 32.3%
감소하였다. 반면 농촌지역 초등학교 학령인구는 2005년 약 696천 명에서
2017년 466천 명으로 3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의 학령인

구는 2005년 283천 명에서 2017년 약 202천 명으로 약 25.1% 감소한 것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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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한 원고를 재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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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농촌 지역 중 교육 여건이 더욱 열악하다고 볼 수 있는 면
과 도서벽지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학령인구가 2005년 약 319천 명에서
2017년 약 198천 명으로 3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 학령인

구는 2005년 약 126천 명에서 2017년 약 83천 명으로 34.0%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났다. 학령인구의 감소는 농촌 지역 내에서도 면 지역과 도서벽지
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1> 농촌 지역 중 면 지역 및 도서벽지 지역 학생 수 증감
단위: 천 명
분류
초등

중등

전체
면 지역
도서벽지
전체
면 지역
도서벽지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319
267
51
126
103
23

245
202
44
117
95
22

217
190
27
109
95
14

207
181
25
108
94
14

193
169
24
105
91
14

195
171
23
101
88
13

199
176
22
95
83
12

200
178
22
88
78
10

198
178
20
83
74
9

2005년
대비(%)
∇37.8
∇33.4
∇61.0
∇34.0
∇28.3
∇59.8

자료: 국가교육통계센터(각 연도). 유초중등통계.

1.1.2. 교사의 농촌학교 기피
농촌 교육 여건과 관련한 또 다른 문제는 교사들의 농촌학교 지원 및 근
무 기피 현상이다. 초등학교 교사를 선발하는 초등 임용시험 경쟁률을 살
펴보면,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강원, 충남, 충북, 경북, 전남 등 농어촌
지역의 초등 임용시험 경쟁률이 1 미만이었다. 전남을 제외한 4개 지역은
2014년에도 응시인원이 적어 미달사태를 겪었다. 해당 지역들은 시간이 갈

수록 임용시험 경쟁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임용시험 지원자들이
농촌지역의 기피 현상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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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초등교사 지역별 임용시험 경쟁률
지역
강원
충남
충북
경북
전남

2014년
0.91
0.88
0.93
0.97
1.03

2015년
0.70
0.87
0.83
0.92
0.86

2016년
0.58
0.57
0.62
0.82
0.84

2017년
0.54
0.51
0.58
0.76
0.72

자료: 국가교육통계센터(각 연도). 유초중등통계.

각 지자체에서는 임용시험 지원자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
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신규 여성교사들은 2년간 벽지 학교에 인사 발
령을 내지 않는 방안과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도입하였으며, 경상북도는
농어촌 학교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신규 교사들의 근무 희망지역 우선
배정과 인사상 혜택 부여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시책들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들의 임용시험 경쟁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
고 있다. 각 지자체의 시책들이 교사들의 농촌학교 지원 기피 현상을 막는
데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1.3. 도·농 간 학력 격차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도
시와 농촌 간에 학력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중학
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촌
지역 간 학업성취 수준의 격차가 나타난다. 국어, 수학, 영어 과목에서 우
수학력 학생 비율은 모두 대도시-중소도시-농촌(읍·면) 지역순으로 높게 나
타났다. 영어, 수학 과목의 경우 대도시와 농촌 지역 간 우수 학력 학생 수
비율 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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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지역별 학업(중학생) 성취 수준 현황
연도

교과목
국어

2016

수학

영어

국어

2014

수학

영어

지역규모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

우수학력
40.9
36.6
30.7
24.6
18.4
10.9
33.8
26.8
15.5
29.0
25.9
20.4
15.5
12.2
6.8
35.2
29.5
18.0

보통학력
50.0
53.4
57.2
47.9
49.1
47.1
44.4
47.2
51.4
58.8
61.3
65.2
54.6
54.1
51.2
42.5
45.4
51.0

기초학력
7.1
8.1
9.8
23.2
27.4
35.7
18.3
21.9
28.4
10.0
10.8
12.6
24.7
27.7
35.5
19.1
21.7
27.5

기초미달
2.0
2.0
2.3
4.3
5.1
6.3
3.6
4.2
4.7
2.1
2.0
1.9
5.2
6.0
6.5
3.2
3.5
3.4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각 연도). 학업성취지표집 재구성.

이처럼 도시와 농촌 학생 간 학력수준 격차는 학업 성취도와 입시가 교
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현실에서 농촌 지역 학생들의 이탈을 가
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이두휴 2011). 도·농 간 학업 성취
도 격차의 확대는 공교육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저하시키
고, 교사들에게도 농촌학교 근무를 기피하는 요인이 된다. 농촌학교에서
우수 학생의 유출과 교사들의 근무 기피는 농촌 교육 여건을 더욱 악화시
키며, 그 결과 농촌 지역의 교육 여건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강
화한다(이혜영 2017; 임연기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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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농촌 교육 여건의 악순환

자료: 저자 작성.

1.2. 농촌 교육 여건 개선 정책 및 한계
1.2.1.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과 한계
2015년 교육부는 읍 지역 적정규모 학교 육성 권고기준을 초·중등 60명

이하에서 초등은 120명 이하, 중등은 180명 이하로 대폭 강화했다. 교육부
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학생 수가 300명 이하인 학교가 총 4,212개교
(초 2,645교, 중 1,166교, 고 401교)이며, 그 가운데 학생수가 60명 이하인

학교는 2001년 700교 대비 1,113개교(초 720교, 중 363교, 고 30교)가 증
가한 1,813개교로 나타났다. 소규모 학교의 대부분이 농촌 지역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농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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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학생 수 규모에 따른 학교급별 학교 수
단위: 개소
구분
초
중
고
계

60명
이하
1,228
531
54
1,813

61
～120명
717
231
84
1,032

121
～180명
235
146
85
466

181
～240명
239
118
86
443

241
～300명
226
140
92
458

301
～1,000명
2,774
1,852
1,283
5,909

1,000명
초과
579
190
668
1,437

계
5,998
3,208
2,352
11,558

주: 휴교는 포함, 분교장 제외.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16.7.5.).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정책은 농촌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근원적인 해
결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농촌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은 농촌 교육
여건을 악화시키고, 그 결과 농촌 지역 학생들의 이촌 현상을 더욱 강화하
는 기제로 작용한다(성기선 2011).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따른 교육적 효
과를 살펴본 이혜영(2017)의 연구에 따르면,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학생들
의 교육 만족도는 학교급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에서는 학교 통폐합에 따른 학생들의 교육성취(수업 집중도, 참여도, 이해
도)가 초등학생들에게만 높게 나타나며(60% 이상), 중학생의 경우에는 교
육성취에 있어서 낮은 수준(37% 이하)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
은 통폐합에 따라 새로 온 학생들의 교육성취가 매우 낮다고 인식하고 있
었다. 이러한 결과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학생들의 학업적인 만족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1.2.2. 농촌학교 우수 교원 유치 시책 현황 및 한계
농촌학교 교원들의 근무 여건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실시되었다. 농촌 지역 교원에 대한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에서는 1969년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농어촌 도서·벽지 근무교원에 대한
가산점 부여를 명시하였으며, 이후 1977년에도 ｢교육공무원법 및 동법 시
행령｣에 농어촌 도서벽지 근무교원의 특별채용과 인사 교류와 관련한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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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을 명시하였다(박대식 외 2009). ‘제1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서 교
육 여건 개선과 관련한 사업은 30개가 추진되었는데, 이 가운데 8개 사업
이 ‘교원의 근무 여건 및 교육환경 개선’ 사업으로, 순회교사 및 복식수업
담당교사 수당 지급, 오지학교 교직원 사택을 확충 및 노후시설 현대화 사
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박대식 외 2009). ‘제2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서도
기존 정책 외에 근무예정학교나 지역을 미리 공고하여 농촌 지역 교원을
채용하는 방안, 임용 이후 일정기간 전보를 제한하여 농촌학교 교원들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우수 교원의 농촌학교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농
촌학교에서 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직 중인 교원들을 대상으
로 인사상 혜택이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우수 교원들을 농촌 지역 학교로
유입하는 방법은 임시적인 수단으로, 농촌학교의 우수 교원 확보로 농촌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농촌 교
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우수 교원들의 일시적 유입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우수 교원으로부터 학생들이 수학할 수 있
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1.2.3. 순회수업 및 복식수업 제도의 현황과 한계
7차 교육과정 개편에서 선택과목이 확대되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소규모 학교의 상치과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순회교사제도가 도
입되었다. 2008년 기준 지역별 공립학교 순회교사 현황을 살펴보면, 소규
모 학교가 많은 지역에 순회교사의 수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농촌
이나 오지에 위치한 학교가 많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의 경
우 순회교사가 310명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회
수업은 상치교사를 대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 여건 개선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교육의 질적인 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
고 있다. 순회수업 담당교사들은 소속감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수업을 듣
는 학생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활한 수업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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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종우 2011.5.6.). 2곳
이상의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수업을 위해 담당교사가 이
동해야 하는 시간과 거리의 부담으로 인한 교사의 피로도가 수업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김동성 2017.11.19.). 농촌 지역 학교
의 경우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순회수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기는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표 5-5> 지역별 공립학교 순회교사 현황(2008년)
단위: 명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일반교과
5
17
174
170
97
50
18
394
242
185
167
145
189
97
133
88
2,171

예술/체육
34
26
39
109
76
31
35
264
195
209
164
144
274
162
222
39
2,023

외국어

특수교육
12
33
73
30
30
13
6
116
34
103
14
18
527
18
22
23
602

소계
41
19
15
13
233
13
31
11
158
1
15
550

92
76
305
309
203
109
72
1,007
484
528
345
318
678
278
392
150
5,346

자료: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 분야 작업반(2009).

2011년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읍·면 지역과 도서벽지의 복식

학급 수가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비해 현저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유
정·오성배 2016). 초등학교의 경우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복식학급은 58개
인데 비해 읍·면 지역과 도서벽지는 1,184개로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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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 따르면, 읍·면·도서벽지에서 복식학급
을 운영하고 있는 초등학교의 수가 2013년 기준 595개교(전체 초등학교의
21.4%)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지역 복식학급 운영의 현실을 고려하여, 2017년 교육부는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응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에서 주요 추진 과제 가운데
하나로 ‘농산어촌 학교교육의 질 제고 지원’을 포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농촌 지역 소규모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복식학급 운영모델을 개발하여
교육을 질을 제고하고 관련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자료의 개발·보급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복식학급의 경우 학생들은 기본적인 학습권 침해와 수
업 결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교사들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어
려움을 겪을 수 있고, 수업 준비와 업무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

1.3. 교육 여건 개선 관련 최신 기술 동향 및 사례
1.3.1. 교육 관련 최신 기술 동향
교육 부문에서는 일찍이 교육의 질 개선 관점에서 컴퓨터기반학습이 도
입되었다. 컴퓨터기반학습은 초창기 지식기반의 단순하고 반복적인 연습과
평가 프로그램을 통한 학습에서부터 최근 다양한 온라인 강의시스템까지
상당한 변화를 겪으며 발전해 왔다(성태제 2017).
정제영(2017)은 기존의 학교 교육에서 과학기술을 적용 수준을 세 가지
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1단계는 학생들의 수행과 교사의 평가에 대한 정보
를 디지털화하여 저장하는 수준이며, 2단계는 컴퓨터를 통한 보조학습
(Computer Aided Instruction: CAI) 구현, 그리고 4차산업혁명 기술과 관련

하여 학습자 정보를 활용하여 인공지능이 교수·학습 내용을 결정하고, 모
바일 컴퓨팅을 통한 학습의 구현과 빅테이터를 활용한 지속적인 학습자 정
보 관리를 3단계로 분류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현재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
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 교사의 교수과정을 보조하는 수단으로서 기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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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학습(Technology-Based Learning)이라 명명하고, 향후 4차산업혁명 진
척에 따라 3단계에 해당하는 기술이 적용된 학습은 ‘기술 기반 맞춤형 학
습’이라고 보았다. 맞춤형 교육은 차별화, 개인화, 그리고 개별화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차별화 교육이란 동일한 교육목표와 내용에 대
해 다양한 교수 방법을 활용하여 소규모 집단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라 하
였다. 그리고 개인화는 교수방법에 있어서의 차이를 의미하며, 개별화는
학생의 교육목표와 교수방법에 있어서 차이를 고려한 교육이라고 주장하
였다. 이처럼 차별화, 개인화, 개별화라는 세 가지 유형이 3단계에서 다양
한 과학기술을 통해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계보경 외(2011)는 미래 교육 학교 체제에 적용 가능한 기술을 시기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먼저 단기 적용 가능한 기술로 모바일 컴퓨팅과 개방형
콘텐츠를 제시하였다. 모바일 컴퓨팅이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기존에
컴퓨터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일들을 모바일을 통해서도 가능하게 하는 것
을 의미한다. 모바일 컴퓨팅은 자유로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네트워크 환
경의 구축과 클라우드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자료의 활용과 유용성이 더
욱 강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기술의 발달과 함께 모바일
컴퓨팅의 활용가능성은 증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계보경 외 2011).
개방형 콘텐츠(Open Content)는 다양한 자료를 무료로 공유함으로써 정
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 것이다. OCW(Open Course Ware)는 1999년 독
일 튀빙겐 대학에서 비디오 강의를 공유함으로써 시작되었다. OCW가 주
로 동영상 강의 공유형태로 이루어졌다면, 열린 자료는 그 외에 다양한 유
형의 정보를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형태이다. 또 중기 수준에서 적용가
능한 기술로 전자교과서를 제시하였다. 전자교과서는 기존의 교과 내용을
단순히 e-book의 형태로 구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의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11년부터 학생들에게 개발되어 보

급되었다. 현재는 보다 진보된 형태의 디지털 교과서가 개발·보급 중에 있
다. 교육부에서는 2016년 ‘디지털교과서 국검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하면서
디지털 교과서를 모든 초중등학교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2018년 현재 초등학교 3~4학년 사회, 과학, 영어, 초등학교 5학년 사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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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사회, 과학, 영어, 고등학교 영어 과목에 대한
디지털 교과서가 제공되고 있다. 또 다른 중기 적용가능 기술로 증강현실
이 있다. 증강현실은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결합하여 실현한 것으로, 현
실세계에 3차원 이미지를 겹쳐 보여준다. 현재 에듀넷을 통해 제공되고 있
는 디지털 교과서는 증강현실 기술과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을 활용한 실
감형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실감형 콘텐츠는 인지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감각적인 측면에 대한 자극을 통해 실제와 유사한 경험과 감
성을 유발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하세정·이해미 2017). 무엇보다 사
용자 간에 콘텐츠를 매개로 상호작용하거나 사용자가 콘텐츠와 상호작용
하고 반응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조
용상 2015), 교육 상황에서 학습자들의 학업성취와 동기 증진에 도움이 된
다(바카 Bacca et. al. 2014). 마지막으로 장기 적용가능 기술에는 동작기반
컴퓨팅과 시각적인 자료 분석이 있다. 먼저, 동작기반 컴퓨팅은 사람 신체
의 움직임을 인식하고 이를 해석하고 활용한 기술을 의미한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손으로 이미 조작된 방식에 따라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기가 사람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작동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작기반 컴퓨팅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첨단 기기들
을 손으로만 조작하던 것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식으로 조작할 수 있게 된
다는 점에서 미래 실감형 콘텐츠의 정교화와 확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는
다. 장기 적용가능 기술에 해당하는 시각적 자료 분석은 다양한 정보와 자
료들을 분석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해주는 기술을 말한다. 시각적 자료 분석
은 수학, 물리학, 통계학, 천문학 등의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추후 관
련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다양한 분야로의 활용 가능성이 기대된다.
<표 5-6> 미래학교 체제 도입을 위한 Future School 2030 모델 연구
단기 적용가능 기술

중기 적용가능 기술

장기 적용가능 기술

모바일 컴퓨팅
개방형 콘텐츠

전자교과서
간단한 증강현실

동작기반 컴퓨팅
시각적인 자료 분석

자료: 계보경 외(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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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분야의 최신 기술은 활용 가능한 교육정보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
장시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양적·질적 성장을 돕고, 개별
학습자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가장 효과적인 교수방법을 결정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 효과의 극대화를 실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경계를 무너뜨림으로써 기존에 교
육을 위해 요구되었던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극복한 새로운 교육 환경
구현을 가능하게 한다.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내용을 학습
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의 구현은 농촌 지역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에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2. 기술 기반 교육 여건 개선 사례
가. Active Learning Classroom(ALC)
ALC는 전통적인 교실 구조와 구별되는 새로운 형태의 교실로서, 다양한

첨단 기기를 활용하여 학습자 중심 수업을 구현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
있다. ALC 학습 환경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의 ‘SCALE-UP(Student-Centered Active
Learning Environment for Undergraduate Programs)’ 프로젝트가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교육부, 과학재단, 휴렛패커드(Hewlett-Packard), 애플컴퓨
터(Apple Computer), 그리고 파스코 사이언티픽(PASCO Scientific)이 함께
한다. 이들은 학생들과 교사들의 사이에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도움으로써
학습자 중심의 혁신적인 교육 환경을 디자인하였다. 교실 안에는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와 원형 탁자, 빔 프로젝터, 그리고 화이트보드가 갖추어져
있으며, 100명이나 그 이상의 학생들도 그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
었다(Park & Choi 2014).
ALC에서는 학생 중심의 수업이 진행되지만, 교사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

다. 교사가 수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지식을 전달하는 전통적인 강의식
수업과 달리, ALC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농촌 정주환경 부문별 사회적 혁신정책 추진 방안

101

어려움에 대한 도움을 주거나 문제 해결과정에 필요한 질문을 던져주는 역
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의 상황적 흥미를 증진시켜 수업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촉진자(facilitator) 역할을 한다(로트간스·
슈미트 Rotgans & Schimidt 2010).
미국의 경우 ALC는 250개 이상의 대학에서 도입하여 물리학, 화학, 수
학, 엔지니어링, 그리고 문학 수업에 활용되고 있으며, 그 외에 이스라엘,
일본, 중국까지 전 세계 대학에서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Park & Choi
2014). 한국에서도 일부 대학교에서 ALC가 운영되고 있다. 현재 ALC는

주로 대학교에서 사례를 찾아 볼 수 있으며, 아직까지 초중등 교실에 적용
된 사례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SCALE-UP’을 통해 ALC가 운영되는
과정에 교육부와 과학재단 이외에도 Hewlett-Packard와 Apple Computer
같은 기업들의 지원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ALC 교실 환경을 갖추기
위해 재정 지원이 중요한 요소임을 추론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ALC
에 활용되는 다양한 기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재정적인 뒷
받침이 중요할 것이다. 향후, 소규모 학교나, 원격 지역에 입지한 학교의
교육 시설 개선 방향으로 설치를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림 5-2> ALC 구현 사례(미네소타 대학교)

자료: 미네소타대학교 교육 혁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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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베이커(Baker 2000)가 Classroom Flip(플립 클래스룸·거꾸로 교실)이라
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으며, 유튜브를 가정용 보충 학습을 위해 활용한
버그먼(Bergman)과 샘(Sam)의 수업 방식이 본격적인 플립러닝의 시작이라
고 할 수 있다. 최초의 플립러닝이 단순 보충학습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
용되었다면, 지금의 플립러닝은 교실에서의 학생 주도적인 토론 참여 및
질의응답을 통해 보다 깊이 있는 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업 내용과 활
동을 구분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승민과 이지연(2017)은 플립러닝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최신 과학기술을 통한 온라인 사전 학습, 자기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수업참
여 유도,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수업활동 구현, 조력자로서의 교사 역할 증
진, 발전된 형태의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온·오프라인 혼합형 학
습) 모형이라는 다섯 가지를 플립러닝의 특징을 정의하였다. 실제 플립러
닝의 대표적인 유형을 보면, 학습자는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교수
자의 수업 내용을 먼저 학습하고, 교실에서는 교수자나 동료 학습자들과
토론이나 질의응답과 같은 다양한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임규연 외 2016). 이를 통해 학습자 중심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돕는 것이다. 교육 패러다임이 교수자 중심의 지식전달
수업에서 학습자 중심 수업으로 변화하면서 플립러닝은 이를 실현하기 위
한 하나의 유용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4차산업혁명에 따른 학습
환경 변화에 따라 전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은 미네르바 대학(Minerva
University)의 수업 방식이 플립러닝의 사례이다. 강의형식의 수업은 온라

인을 통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양방향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은 교수들과 만나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 학습을 진행한다.
이러한 학습 방식의 변화로 인해 미네르바 대학 수업에 있어서 별도의 강
의실에 모여서 수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플립러닝은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만족도와
성취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났다. 최근에는 대학 교육에서도 플립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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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pped learning)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으며, 이를 활용한 다양한 수업

의 특징과 그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임정훈 2016; 노혜란·
최미나·박선희 2017). 플립러닝과 관련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플립러
닝을 활용했을 때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 동기, 자아효능감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주 2016; 이현정·이민하·한진
영·최영완 2018; 안미리 2016).
다. 디지털 교과서

교육부에서는 2016년부터 디지털 교과서 개발을 시작하여 2018년 현재
에듀넷을 통해 일부 교과목에 대한 디지털 교과서를 제공하고 있다. 디지
털 교과서는 기존 교과서에 담겨있던 텍스트를 디지털화하는 것뿐만 아니
라, 관련 자료 및 보충·심화학습 자료, 평가문항 등을 제공한 미래형 교과
서이다. 교육부에서는 2017년부터 일부 학년의 교과 개발을 시작으로 지속
적인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및 적용 계획을 가지고 있다.
<표 5-7> 디지털 교과서 연차적 개발·적용 계획
학년도
학년(군)
초등
초등
중
중
중

3~4(사회/과학/영어)
5~6(사회/과학/영어)
1(사회/과학/영어)
2(사회/과학/영어)
3(사회/과학/영어)

2017

2018

2019

2020

2021

개발
개발
-

적용
개발
적용
개발
-

→
적용
→
적용
개발

→
→
→
→
적용

→
→
→
→
→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18. 4. 2.).

디지털 교과서는 단순히 온라인으로 PC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는 데 한정된 것이 아니라, 가상현실, 증강현실과 같은 새로
운 기술을 접목하여 실감형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작된다. 이러한
실감형 콘텐츠로 제작된 디지털 교과서를 통한 수업으로 학습자들의 흥미
와 동기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움으로써 학습

104 농촌 정주환경 부문별 사회적 혁신정책 추진 방안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디지털 교과서 안에 가상현실 버
튼을 누르면 디지털 기기 화면 안에서 관련 학습 자료를 360도 회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증강현실 버튼을 누르면, 관련 학습 자료가 구현되
고 학생들은 직접 손으로 확대, 축소, 회전하며 학습할 수 있도록 되었다.
<그림 5-3> 디지털 교과서 내 가상현실(좌)과 증강현실(우) 활용 예시

자료: 에듀넷 홈페이지(www.edunet.net: 2018. 10. 1.).

이러한 디지털 교과서의 활용은 풍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고, 학생 중심의 교실수업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교육부는
디지털 교과 활용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력과 창의력이 향상되
고, 학생 중심의 활동이 더욱 강화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
다(교육부 2018, ｢디지털 교과서 활용 안내자료｣).
<그림 5-4> 디지털 교과서 사용 효과

자료: 교육부(2018). 디지털 교과서 활용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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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아즈마(Azuma 1997)는 증강현실의 특성을 현실 세계에서 실제와 가상
의 결합, 실시간성과 상호작용성, 그리고 가상과 실제 대상의 조절가능성
의 세 가지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증강현실 기술은 기존의 과학기술을 통
해 사용되는 매체들이 사용자들을 수용자적 위치에만 놓았던 것과는 달리,
상호작용을 증가시키고 간접경험의 실제성과 효용성을 증가시켰다는 점에
서 교육적 활용 가능성과 필요성을 증대시켰다(유길상 2011).
증강현실 기술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미 디지털 교과서에 탑재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학습자들의 다양한 역량 개발과 자신감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길상(2011)은 이러한 증강현실 기술을 적극 활용
한 정보통신 기술 기반의 스마트 교육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스마트교육 콘텐츠 개발을 통해 문화적 소외계층에 유용하게 활용되어 많
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마. K-MOOC(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
MOOC는 온라인 공개강좌 플랫폼으로서 수강인원에 제한 없이 누구나

온라인으로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교육 플랫폼이다. 코세라
(coursera)와 에덱스(edX)는 미국에서 시작된 원조 MOOC 플랫폼이며,
2015년 기준 전 세계에 공유되고 있는 강좌 수는 약 2400개에 달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MOOC를 통해 전 세계 누구나 다양한 대학에서 개설된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며, 과제를 수행하고 시험을 보면 실제 학위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MOOC에 있는 다양한 강의는 영어로 수업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접근성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으며,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평
생교육이 강조됨에 따라 MOOC와 같은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되었
다. 일본에서는 2013년에는 일본에서 J-MOOC를 개발하여 사용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K-MOOC가 등장하였다. 2015년 국내 10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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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작으로 현재 69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누적 강좌 수는 500강좌
에 이른다. 2017년 기준으로 약 26만 명이 수강신청을 할 만큼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서도 K-MOOC 서비스
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K-MOOC에는 인문, 사회, 공학에 관련된 강의들이 가장 높은 비율
을 차지하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은 한국어로 운영되고 일부 영어로 운영
되는 강의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2018년 2학기에는 208개 강좌를 운영
할 계획에 있다. K-MOOC는 대학에서 개설된 강의로 콘텐츠가 구성이 되
어 있기 때문에, 초·중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콘텐츠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K-MOOC와 유사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은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일부 교육과정과 특정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 온라인스쿨(onlineschool.or.kr)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온라
인스쿨은 중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원격교육 플랫폼으로서 학생들의 학습
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학교에서 운영
하기 어려운 과목을 온라인 교육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온라인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교과 선택권을 보장하고, 부족한 부분
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고등학교에서 학생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이스쿨(e-school)’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선
수로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은 운동으로 인한 수업 결손에 대한 부분을 ‘이
스쿨’을 통해서 보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화된 콘텐츠를 통해 다양한
소질개발과 진로 탐색을 경험할 수 있다.

1.3.3. 에듀테크(Edutech) 기반 학교 운영 사례
에듀테크란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서 학습자들
에게 새로운 교육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는 첨단 기술을 의미한다. 최근 기
존의 이러닝 사업을 대체할 기술로서 에듀테크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현재
에듀테크와 관련하여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되고 있으며, 주로 코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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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형 교육, 맞춤형 교육의 세 가지 관련된 콘텐츠들이 활발하게 개발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백정열 2018). 그러나 아직까지 에듀테크는 공교
육보다는 사교육 분야에서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전통 교육기업들이
에듀테크 스타트업을 흡수 또는 협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이지현
2017.12.15.). 해외의 경우 에듀테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한 학교들

을 찾아볼 수 있다. 에듀테크 기반 학교 운영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미래
농촌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가. 칸 랩 스쿨

살만 칸이 2008년 설립한 비영리단체인 칸 아카데미에서 만든 칸 랩 스
쿨은 2014년 설립된 학교로서, 5살부터 16살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칸
아카데미에 있는 다양한 교육 자료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한다. 학생들은
나이에 따라 반을 나누지 않고, 로어스쿨(Lower school)과 랩X(LabX)로
나누어 각각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을 위주로 관리한다. 칸 랩 스쿨은 문
제기반학습(problem based learning: PBL) 수업을 나이나 학년의 구분 없
이 제공하고 있다. 칸 랩 스쿨에서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학생들의
자립심과 비판적 사고력, 기업가 정신, 자기 주도성, 협업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을 추구하고 있다.
칸 랩 스쿨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교육 방식과는 전혀 다른 교육 방법
과 평가를 사용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방대하게 축적되어 있는 칸 아카
데미의 강의 자료를 활용하고, 학생과 관련한 모든 결과물을 온라인 도구
를 활용하여 관리함으로써 새로운 교육의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에
게 별도의 숙제를 주지 않으며, 시험 점수로 학생들을 평가하지 않는다. 대
신 학생들의 목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1년에 3회 학생 주도로 ‘부모-교
사-학생 학회’를 개최하여 학생의 학업적·사회적 발달에 대해 논의하는 기
회를 갖는다. 그 외에도 학생들은 칸 랩 스쿨에 재학하는 동안 숙달한 다
양한 분야의 학업적 결과물과 비학업적 결과물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포트
폴리오를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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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알트 스쿨(alt school)

알트 스쿨은 2013년 구글 직원이었던 맥스 벤틸라가 공동 설립한 학교
로서, 샌프란시스코에 설립되어 개인 맞춤화 교육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
는 자체적인 교육 플랫폼을 개발·적용하고 있다.
알트 스쿨은 4세부터 13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1대 1수업 커리큘럼을 제공
하고 있으며, IT 기반 개인 맞춤형 수업을 제공한다. 학생들은 나이에 따라
반이 나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관심과 특성에 따라 한 반을 이루게 된다.
수업은 칸 랩 스쿨과 마찬가지로 교사 중심의 강의식 수업이 아닌 문제기반
학습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
으로 참여해야 한다. 학생들은 글쓰기, 미술, 퍼포먼스와 같은 수업 활동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그리고 교사로부터 자신의 활동에 대한 피드
백을 실시간으로 받는다. 알트 스쿨 학생들은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고,
대신 자신의 모든 활동에 대한 실시간 피드백을 받는 것으로 대신한다.
알트 스쿨의 모든 과정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진다. 알트 스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온라인 플랫폼을 살펴보면, ‘커리큘럼 작성-개인
활동-피드백 제공-발달 과정 파악-부모와의 공유’라는 다섯 단계로 구성되
어 있다. 커리큘럼 작성 단계에서 학생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커
리큘럼을 선택하고, 학습 목표를 설정한다. 이 자료는 필요에 따라 다른 교
사들과 공유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학생들은 자신의 활동에 대한 기록을
플레이리스트(playlist)를 통해 확인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활동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저장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학생들이 저장하고 기록한 다양한 활동에 대해 교사들은 역시 온라
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개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
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문제기반학습에 따른 성과를 피드백으로 제공할 뿐
만 아니라, 사회-정서적 학습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발달 과정 도구(progress tool)을 통해 학생의 전체적인 발달 상황과
시간 변화에 따른 자신감의 변화도 확인할 수 있다. 교사들은 학생과 관련
한 모든 자료들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학부모와도 공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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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알트 스쿨 온라인 플랫폼 커리큘럼 작성(좌) 및 개인 활동(우) 화면

자료: 알트 스쿨 홈페이지(www.altschool.com: 2018. 10. 1.).

<그림 5-6> 알트 스쿨 온라인 플랫폼 피드백 제공(좌) 및 발달과정 파악(우) 화면

자료: 알트 스쿨 홈페이지(www.altschool.com: 2018. 10. 1.).

알트 스쿨의 가장 큰 장점은 모든 학습 과정이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
로 운영이 된다는 점이다. ‘커리큘럼 작성-개인 활동-피드백 제공-발달 과
정 파악-부모와의 공유’라는 다섯 단계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공유하고 축적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결과들에 대해서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기록하고 공유하도록 함으
로써 하나의 완성된 교육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알
트 스쿨은 이러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공교육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
을 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19개 학교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헤
리스 Harris 2018. 8. 30.).

110 농촌 정주환경 부문별 사회적 혁신정책 추진 방안

다. 스티브 잡스 스쿨

스티브 잡스 스쿨은 2013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설립되었으며, ‘초등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미래형 학교’를 모토로 운영 중에 있다. 혼합 연령으
로 학급을 구성하며, 모든 학생에게는 코치가 배정돼 학생들이 필요로 하
는 순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스티브 잡스 학교의 모든 학생들은 교사
로부터 6주마다 개별 교육 계획안을 제공받는다. 교사는 개인별 교육 계획
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 학교의 교육목표와 함께 학생의 흥미와 적성, 부모
의 요구를 모두 고려한다.
스티브 잡스 스쿨에서는 태블릿 PC에 설치된 ‘스쿨타스’라는 애플리케
이션을 활용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율적인 학습을 유도한
다. 이 애플리케이션에는 게임이나 증강현실과 같은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서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수업은 크게 개별수업과 그룹
수업으로 나누어진다. 개별수업의 경우 학생들은 과목별로 교사에게 개별
지도를 받으며, 그룹수업의 경우, 교사가 전자칠판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
행하는데 학생들의 아이패드와 연동하여 수업을 진행한다.
스티브 잡스 스쿨에서는 sCoolTools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모든 정
보를 공유하고 관리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먼저 sCoolTracker는 학생들의
개별 커리큘럼과 학습 목표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6주에서 8주 동
안 학생이 수행해야 하는 학습 활동들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
되어 있다. sCoolPlanner는 학교와 교사가 다양한 과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목표와 관련된 수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교사들은 개별 학생의 현재 학습 현황도 파악할 수 있다.
sCoolOrganizer는 학교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sCoolMessenger와 sCoolWall은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가 원활한 소

통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이다. sCoolMessenger는 sCoolOrganizer와 연
계되어 필요한 경우 학생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sCoolWall은 일종의 학교 게시판으로서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다양한 학

교와 학생 소식을 공유하는 기능을 한다. 이처럼 스티브 잡스 스쿨은 교육

농촌 정주환경 부문별 사회적 혁신정책 추진 방안

111

과정에 있어서 전통적인 학교와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 연동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사용을 통해 학생들의 정보를 활용한 지도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2017년 네덜란드 뉴스 기사에 따르면, 스티브 잡스 스쿨 프로그램을 도

입하려 계획했던 46개 초등학교 가운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학교들이 프
로그램의 높은 비용으로 인해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기술 도입
에 따른 높은 비용이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라. 에듀테크 적용 학교 운영 사례 시사점

기존의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에 비해 이 세 학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학생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세 학교들도 수업에서 사용하는 에듀테크 기술에 있어
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에듀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세 학교의 공통적인 특징은 온라인 정보관리 플
랫폼을 구성하여 학생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례 학교들의 공통점은 ICT 기술에 기반한 플랫폼을 통해 개별 학생들
에 대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칸 랩 스쿨의 경우
교사들은 학생들의 목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줄 뿐만 아니라, 매주 조언자
들의 도움을 통해서도 자신의 목표 설정에 대한 지도를 받는다. 알트 스쿨
의 경우 학생들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학생들의 모든 활동에 대해 개별적
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학부모들과 공유함으로써 학생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지속적으
로 누적된 다양한 학생 정보는 교사들의 효과적인 학생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스티브 잡스 스쿨도 칸 랩 스쿨과 유사하게 모
든 학생에게 코치를 배정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6주에서 8주마다 교사로부터 개별 교육 계획안을 제공받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무학년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전통적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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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에서는 나이에 맞춰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수업을 듣고, 개인의 학업
적 달성과 이해도와는 상관없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다음 학년으로
진학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미래 교육 체제에서는 개인 맞춤형 수업이
강조되고 에듀테크의 발전에 따라 이를 실현할 수 있게 되어, 학년의 의미
가 사라졌다. 학생들은 자신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한 수업을 선택하고 수
강함으로써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에듀테크를 교육과정에 전면적으로 도입한 세 학교의 공통적인 문제점
으로 비용 문제가 제기되었다. 세 학교는 설립 이후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관련 교육 체제를 확산시키는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불과 5년도
되지 않는 기간에 관련 교육 체제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주
된 이유는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에듀테크의 발달과
실제 교육 현장에의 적용을 위해서는 단순히 교육 기자재로서의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의 보급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미래 교육 모델이 정
착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활동 정보를 누적하고 이를 분석하여 보다 나은
개별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습 지도를 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 이
를 위해서는 학교 환경의 전반적인 변화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1.4. 농촌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혁신정책 추진 방안
1.4.1. 미래 교육 여건 변화 및 적용 가능 기술
우선,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한 교육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과학기술의 발달은 이전의 일괄적이고 획일적인 수

업에서 벗어나 개별 학생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한 수업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교실 안에서 학생들은 자신만의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고, 자신의
수준에 맞는 교육콘텐츠를 활용하여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의 흥미와 관심사, 현재 상황에 따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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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실감형 콘텐츠를 활용한 디지털 교과서 사용으로 도·농 간 사회·
문화적 경험의 차이가 줄어들 것이다. 실감형 콘텐츠를 활용한 디지털 교
과서는 지금까지 농촌 지역 학생들이 지역 특수성으로 인해 경험하지 못했
던 것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도록 도움으로써, 도·농 간 교육 여건의 차이
에 따라 발생하는 경험의 불균형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실시간·양방향 온라인 교육 환경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이 이루어
질 것이다. 기존의 온라인 강의는 주로 녹화된 내용을 학습하는 일방적인
학습 방식이었다. 하지만 에듀테크의 발달에 따라 시간과 거리에 상관없이
교사와 학생이 실시간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구축되었다. 또
양방향 온라인 교육 환경이 구축됨으로써 교사의 일방적인 지식전달이 아
니라 학습자 참여가 가능한 수업 환경이 구축되었다. 이러한 실시간·양방
향 온라인 교육 환경을 통해 학생들은 공간적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우수
한 교사의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넷째,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공유로 교육
선택권이 보장될 것이다. 4차산업혁명에 따른 교육 분야의 주요 기술 발전
가운데 하나는 열린 자료의 사용이다. 온라인 대학 강의 콘텐츠 공유 플랫
폼 MOOC의 확장이 그 예이다. 국내에서도 K-MOOC라는 온라인 대학 강
의 콘텐츠 공유 플랫폼이 구축되었다. 중·고등학생을 위한 온라인 교육 플
랫폼으로는 온라인 스쿨이 있는데, 현재는 일부 교육과정에 대해 특정 학
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추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온라
인 플랫폼이 구축되고 보다 활성화된다면, 이를 통해 학생들은 교육 선택
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효
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적인 변화는 다양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통한 개별화 맞춤 서비스의 제공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IoT 기술을 활용하여 수집된 학생 정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별
학습자의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파악된
학습자 특성을 바탕으로 개인에게 가장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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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것이다. 또한, 교사들은 학습자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학생지도를 위
한 자료로 활용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1.4.2. 농촌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혁신정책 추진 과제
미래 교육 여건의 변화는 현재 인적·물적 교육 인프라의 부족과 축소 위
기에 직면한 농촌의 교육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으며, 관련 혁신정책의
추진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시간·양방향 온라인 교육환경 구축과 그에 적합한 콘텐츠 개발
이 필요하다. 이미 LG 유플러스와 농협, 그리고 고려대가 ICT 융복합 사
업의 일환으로 2017년 강원 고성군 거성초등학교와 전북 순창군 북흥중학
교에 실시간·양방향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행 중에 있다(박준
하 2017. 11. 17.). 농촌 학생들에게 실시간으로 강의를 제공하고, 기존의
일방향 온라인 강의가 아닌 교사와 학생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형태로 운
영함으로써,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수업과 큰 차이 없는 교육 환
경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플랫폼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하여 초·중·고등
학교 학생들을 위한 전용 온라인 공개강좌 플랫폼 구축과 다양한 교육 콘
텐츠 개발이 요구된다. 다양한 스마트 기기 보급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가 부족하다면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온라인 공개강좌 플랫폼 구축과 병행하여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학생들이 자기에게 필요한 교
육 콘텐츠를 능동적으로 찾아 학습해야 하는 미래 교육 환경에서 반드시
갖추어져야 할 내용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대안으로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온라인 교육 플
랫폼과 교육 콘텐츠를 연계 및 보완하는 방식을 제안할 수 있다. 현재 국
내에서 운영 중인 대표적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 K-MOOC가 있다.
K-MOOC에는 학습자가 원하는 시기에 필요로 하는 강의를 직접 찾아 수

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가 마련되어 있다. 학생들이 사이트에 접속
하여 자신이 원하는 수업을 직접 찾아들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습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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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 또한, 한국교육
개발원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수업 플랫폼인 ‘온
라인 스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교과 선택
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K-MOOC와 ‘온라인 스쿨’은
각각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K-MOOC의 경우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을 위
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서 초·중등 교육과정에 적절한 교육 콘텐츠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온라인 스쿨’의 경우 신청자 모집을 학기 초로 제한
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켜 줄 콘텐츠가 부족
하다. K-MOOC의 교육 플랫폼을 바탕으로 ‘온라인 스쿨’의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통합하고 재정비한다면, 높은 수준의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온
라인 교육 플랫폼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교육 강좌 플랫폼 개발 및 운영을 위해 교육 부문에서 관련 사업
및 플랫폼 운영 주체 간 협력이 요구된다. 교육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교육개발원과 등 각 플랫폼을 운영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 주체
간 협의를 통해 기 운영 중인 플랫폼의 통합과 콘텐츠의 호환·활용·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농어촌 삶의 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서도 ICT 기술을
활용한 교육 여건 개선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기존의 사업들은 기기 보
급 등에 한정되어 있는 만큼 위의 내용을 반영한 보다 적극적인 사업의 추
진이 요구된다.
둘째, 실감형 디지털 교과서의 적극적인 도입과 관련 콘텐츠 개발이 필
요하다. 농촌 지역의 학생들은 지리적·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다양한 정보
의 습득과 체험의 기회에 많은 제약이 있다. 실감형 콘텐츠의 개발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에듀테크 기술이다. 실감형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학습
은 농촌 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간접 경험을 기회를 제공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초학력과 기초학력미달 수준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많은 농촌 지역 학생들에게는 학업에 대한 흥미를 높임
으로써 학력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미래 학습 환경으로서 교실구조의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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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에듀테크의 발달은 수업 방식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전통적인 교실에서 교사 중심의 강의식 수업이 진행되었던 것과는 달리,
학생들은 각자 수준에 맞는 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개별 학습 뒤에 함께 모
여 생각을 나누는 수업을 하게 될 것이다. 앞서 미래 교육의 사례로 살펴
본 세 학교의 수업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정답을 찾는 수업보다는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과정이 더욱 중시될 것이다.
이러한 학습 방식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교실 환경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
다. 원활한 토론에 유용한 다양한 첨단 기기들과 원형 테이블이 구비되어
있는 ALC와 같은 환경이 미래 교실의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미네르바 대학과 같이 기존의 교실은 사라지고, 각자 자신이 있는 곳에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수업에 참여하고 토론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
다. 이러한 미래 교육 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교실 구조의 변화를 예측하고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미래 교육환경에 적합한 학교 시설 구축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의 개정도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 제3항｣에 각급 학교 건물의 기준 면적에 대한 기준을 정해두고 있
다. 그러나 학생 수를 유일한 기준으로 교사(校舍) 전체 면적에 대한 내용
만을 다루고 있어 농촌 교실 구조를 개선하는 데 제약이 되고 있다. 따라
서 관련 법규의 개선 및 보완을 통해 농촌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교실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넷째, 개별 학습자의 학습 계획 관리와 조정을 위한 온라인 멘토링 시스
템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미래 학습 환경에서는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학습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 미래 학교의 사례로 살펴본 학교에서도 공통적으로 학생들의 학업 계
획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칸 랩 스쿨의
경우에는 교사 외에도 조력자(advisor)가 학생들의 학업 계획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전담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촌 지역 학교의 교사가 상
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학생들의 관리까지 전적으로 담당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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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교사 이외에 개별 학습자의 학습 계획 관
리와 조정을 돕는 온라인 멘토링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농촌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미래 교육 환경 구축의 시작점
으로 온라인 학생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앞서 에듀테크를 교
육과정에 적극적으로 도입한 세 학교(칸 랩 스쿨, 알트 스쿨, 스티브 잡스
스쿨)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
는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디지털 교과서나 증강현실, 쌍방향 온라인 수업은 이미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학생지도와 지속적인 관리
를 위해서는 정보의 축적과 관리가 요구된다. 농촌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최신 에듀테크의 도입이나 활용을 한다기보다는 그에
앞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습자들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학생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농촌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한 혁신정책 추진 방안11

2.1. 농촌 교통 여건
2.1.1. 농촌 대중교통 실태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의 경우 농촌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자
가용 보유 증가로 이용 수요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운송 수익 감소
가 버스 서비스 공급(노선 및 운영횟수)을 축소시키고 서비스의 품질을 저하

11

농촌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한 혁신정책 추진 방안은 한국교통대학교 박준태 연
구교수에게 의뢰한 원고를 재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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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자가용 보유자의 경우 대중교통 공급 감소
에 따라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을 위한 이동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나 대
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층, 고령자, 어린이 등은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 또한 농촌 지역의 광역화가 심화되면서 기초기반시설(병원,
시장 등)을 갖춘 도시권으로의 이동 거리가 증가, 자가용 미보유자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농촌 지역 대중
교통의 지속적인 낙후는 지역발전을 저해와 지역 간 교류를 축소시킴과 동
시에 주민들의 이동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의 원인으로도 작용한다.
농어촌 버스의 규모는 연평균 업체 수 및 보유 대수 모두 각각 감소하고
있으며, 노선당 평균 운행 대수는 0.5대, 1개 군(郡)지역당 평균 26대의 버
스가 운행되고 있다(전상민 2015). 인구 1만 명당 교통수단 대수를 도시지
역과 비교해보면,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대도시와 농촌 지역이 유사한 수
준이지만, 버스 및 택시의 경우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버스 운
행 대수는 농어촌 지역이 0.5대로 대도시 14.7대, 기타 도시 5.2대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행횟수 측면에서 1일 3회 미만 운행하는
행정리가 대표적 농어촌 지역인 면(面)부가 가장 많은 10.9%를 차지하고
있어 농어촌 지역의 공급수준이 매우 낮다. 읍‧면 소재지에서 벗어나 거주
하는 경우에는 자연부락 혹은 마을에서 버스정류장까지의 이격거리가 비
교적 크기 때문에 농어촌 버스 이용을 위한 접근성이 떨어진다.
<표 5-8> 버스 업종별 추이
구 분
시내버스
농어촌 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업체 수
보유 대수
업체 수
보유 대수
업체 수
보유 대수
업체 수
보유 대수

2008
336
30,732
92
1,869
87
7,837
8
2,014

2011

2014

348
32,575
88
1,872
83
7,636
8
1,891

자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2017). 2017 버스통계편람.

353
33,403
85
1,802
79
7,654
8
1,899

2017
364
34,473
86
1,842
71
7,310
11
2,089

연평균
증감률(%)
0.8
1.2
-0.7
-0.1
-2.0
-0.7
3.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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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농촌 및 도시 간 여객수송수단 공급수준 비교
구 분
대도시
기타 도시
군 지역

등록 및 운행 대수(인구 1만 명당)
자가용 승용차
버스
택시
2,647
7.1
65.2
3,022
6.2
38.7
2,686
4.9
26.2

노선 당 버스 대수
14.7
5.2
0.5

주: 대도시는 특별시 및 광역시.
자료: 전상민(2015). 농어촌지역의 효율적 대중교통서비스 공급방안 연구.

농촌 마을(행정리)을 경유하는 노선버스의 1일 평균 운행횟수는 마을당
6.1회로 조사되었으며 주민들의 대중교통 의존도에 비해 이용 가능한 대중교

통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5). 특히 접근성이 불리한
면 지역일수록 대중교통 여건이 취약하여 10회 미만 운행 마을이 59%, 미운
행 또는 3회 이하 운행 마을은 2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김용욱 외
2018). ‘농어업인 복지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유사한 수준으로 10회 이하 대

중교통 운행 마을의 비율은 읍 지역 44%, 면 지역이 6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동 지역 중 한 시간당 2회 미만으로 대중교통이 운행되는
지역은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교통안전공단 2016). 현재 정부·지자
체의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버스 산업의 효율성은 개선되기 어렵고 농어촌
교통 취약지 등 기초교통서비스 보장 차원에서 정부의 지원이 시급한 지역도
증가하고 있다. 버스 수요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어
농어촌 버스의 공급 개선은 장기적으로 한계가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5-10> 행정리당 1일 대중교통(버스) 운행 횟수
구분
전국
(비율%)
(누적%)
읍부
(비율%)
(누적%)
면부
(비율%)
(누적%)

행정리 수
36,792
100

운행
34,443
93.6

8,698
100

8,181
94.1

28,094
100

26,262
93.5

미운행
2,349
6.4
6.4
517
5.9
5.9
1,832
6.5
6.5

1~3회
4,390
11.9
18.3
603
6.9
12.8
3,787
13.5
20.0

자료: 통계청(2015).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4~6회
9,208
25
43.4
1,573
18.1
30.9
7,635
27.2
47.2

7~9회
3,907
10.6
54
596
6.9
37.8
3,311
11.8
58.9

10~15회
5,595
15.2
69.2
1,034
11.9
49.7
4,561
16.2
75.2

15회 이상
11,343
30.8
100
4,375
50.3
100
6,968
2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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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농촌 교통안전 실태
지역별 교통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대도시 지역에 비해 농촌 지역의 교
통사고 사망률이 높게 나타난다.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발생 현황은 경
남 고성군 7.8명, 전북 임실군 7.5명, 경북 군위군 7.4명, 강원 인제군 7.3
명, 전남 담양군 7.0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시 지역에서는 경북 영천시가
5.7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는 경북 군위군 48.6

명, 경북 성주군 45.0명, 경남 고성군 42.0명, 전남 담양군 41.6명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시 지역에서는 경북 영천시가 34.7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도·시군도의 속도 관리 어려움, 도로 자체적 결함요
인 미개선 등의 운영 관리 문제점 외 보행로 미설치로 인한 도로 가장자리
통행, 조명시설 부족으로 인한 야간사고 위험, 농번기 농기계 사고 등과 같
은 농촌의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반복적 사고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그림 5-7> 바이오소재 국내조달 이유

자료: 도로교통공단(2016). 2015년 지역별 교통사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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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도로(시·군도, 농어촌 도로)의 경우 곡률과 경사가 심한 도로의 비
중이 높고,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으며, 안전 인프라가 취약한 도로가
많은 실정이다. 또한 마을 간 직접 연결을 위해 마을 중심부를 통과하고,
주변 도로와 빈번하게 연결되어, 도로 혼잡성과 돌발성이 높은 특징을 보
인다. 아울러 농업활동, 관광활동 및 생활을 위한 이동공간으로서 고속형
차량, 저속형 농기계, 이륜형 차량 및 자전거 등의 혼재가 발생하고 있다.
도로 보급 확대로 연결성과 이동효율성이 높아지면서 주민의 차량 소유와
외지 교통량이 증가하고 그 영향으로 과속운전 경향이 나타나며, 이에 반
해 교통안전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시설환경은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2.2. 농촌 교통 정책의 한계
2.2.1. 농촌 대중교통 여건 개선 정책 한계
우리나라 버스운송사업은 민간 기업이 채산성 위주로 운영하는 민영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최근 자가용승용차의 대중화, 대체교통수단의 발달 등
으로 버스 이용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여 독립채산 경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그간의 순수 민영제에서 전환하여 정부의 재원지원을 전제로 한 재정지원
형 민영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재정지원은 버스업계 경영지원 대책으
로 2001년부터 정부 일반회계에서 국고지원사업으로 시행되었다. 지자체에
서도 이에 상응하는 액수(매칭펀드)를 지원토록 하였으며 재정지원금은 주
로 버스업체의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다. 국고지원은 2005년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에 의해 분권교부세를 신설하여 지방분권교부금으로 지자체에 지
급해 오다가 2016년부터 보통교부세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12
국비의 지원규모는 버스업계 교통세 부담금의 50% 수준을 기준으로 시

12

분권교부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2016년 1월 1일부터 보
통교부세에 통합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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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별로 분배하되 50% 이상의 자체 재원을 확보토록 하며 지방비 지원은
지방세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우리나라 재정지원 실적을 보면 아래와 같
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지자체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여 버스재정지원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와 같이 재정지원에 의해 농촌 대중교통 운행 시 버스업계의 경영
애로로 인한 업체 도산, 노선운행 중단, 노사갈등은 반복적으로 발생할 위
험이 있다. 보조금 지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지방에 위
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재량행위)하고 있다. 따라서 적정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부족 시
버스 의존도가 높은 농촌 대중교통 운행 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버스 대중교통은 공공 서비스로의 기능이 강조되어 관계당
국이 버스요금을 평균비용 이하에서 결정하고 결손을 재정에서 보조해 주
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급진적인 경영 개선은 한계가 따르며 이
에 서비스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림 5-8> 버스재정지원 추이

자료: 조규석(2016). 버스운송사업의 비전 및 중장기 발전전략.

농촌 정주환경 부문별 사회적 혁신정책 추진 방안

123

농촌의 경우 인구 감소에 따라 예산 투자의 한계가 따른다. 버스는 경제
적‧신체적 교통약자의 교통수단으로 고착화되고, 버스 교통 이용 수요가
줄고 재정지원금이 증가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버스 운행이 감축되고 이
는 다시 이용 수요 감소를 초래하는 악순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군
지역은 장거리 노선이 과다하며, 배차간격이 긴 노선체계, 버스정류장 접
근시간 과다로 인해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의 수송경쟁력이 열악하
다. 따라서 효율적인 대중교통 노선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지역순환노선 개발, 생활권역 내 주요 교통결절점을 연계·순환하는
목적형 버스노선 도입, 버스 노선의 다양화 등의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체
계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농촌의 여건을 고려할 때, 버스 운행의
양적인 증가보다는 인구 감소에 대응한 효율적인 서비스 공급 방안이 필요
하며 현재까지 적정 서비스 모델에 대한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2.2.2. 농촌 교통안전 정책 한계
5년 단위 교통안전기본계획, 대중교통기본계획 등 지역 계획은 중앙정부

차원의 상위계획에 따라 수립되며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실무 이원
화로 인해 교통안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감 있는 정책 추진이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도로법｣ 제85조 비용부담의 원칙에 의거 국토교통
부장관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고속국도와 국도는 국가가 부담하고,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관리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
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마련과 인력(전문성) 부문에서 중앙정부와 큰 차
이를 보인다.
교통안전, 기상이변에 대비한 도로 방재, 녹색교통체계 확립 등 지역주민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지방관리도로의 신규수요는 증가하고 있으
나, 시간이 흐를수록 지방관리도로의 지자체 투자 비중은 축소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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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도로별 관리 비용 투입 변화
단위: km
연도

합계

1980
46,951
1990
56,715
2000
88,775
2010
105,565
2015
107,527
80~90 1.9%
연평
90~00 4.6%
균
00~10 1.7%
증가
10~15 0.4%
율
80~15 2.4%

고속
국도

일반
국도

특별광역
시도

지방도

시군도

1,225
1,551
2,131
3,859
4,193
2.4%
3.2%
6.1%
1.7%
3.6%

8,232
12,161
12,413
13,812
13,948
4.0%
0.2%
1.1%
0.2%
1.5%

7,939
12,298
17,839
18,878
20,313
4.5%
3.8%
0.6%
1.5%
2.7%

11,021
10,672
17,151
18,180
18,087
-0.0%
4.9%
0.6%
-0.1%
1.4%

18,535
20,033
39,240
50,835
50,985
0.8%
7.0%
2.6%
0.1%
2.9%

관리주체
중앙
지방
9,456 20.1% 37,494 79.9%
13,711 24.2% 43,003 75.8%
14,545 16.4% 74,230 83.6%
17,672 16.7% 87,893 83.3%
18,141 16.9% 89,385 83.1%
3.8%
1.4%
0.6%
5.6%
2.0%
1.7%
0.5%
0.3%
1.9%
2.5%

주 1) 중앙관리도로=고속국도+일반국도
2) 지방관리도로=특별·광역시도+지방도+시·군·구도
자료: 한국건설관리공사(2017).

농어촌도로를 포함하여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고속국도와 국도 및 국
지도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 관리도로의 종합적인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으로 지방부 도로의 안전사고 유형분석과 같은 기초 연구부터
도로관리시스템 마련 등 종합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교통안전시설의 소유 및 설치·관리 권한은 근본적으로 ‘지방자
치단체장’에게 있음을 ｢도로교통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교통안전시
설의 소유 및 유지관리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이기는 하나 ｢도로교통법｣
제147조를 근거로 교통안전시설과 관련된 전체 또는 일부의 사무를 필요
한 경우 경찰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교통안전시설
에 대한 행정적 관리주체가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로 분리되는 이원화체제
에서 발생하였기에 관련된 유기적 문제도 결국은 제도적 문제가 원인이 되
며 안전시설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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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농촌 교통 여건 개선 관련 최신 기술 동향
2.3.1. 자율주행 교통 체계
가.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주행기술은 1990년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 발전
이 급진전되면서 연구가 본격화되었으며, 2009년부터 구글, 벤츠 등의 차량
제조사, IT 기업들이 자율주행차 시범주행을 시작으로 관심과 투자가 증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임시운행 제도 마련(2016년 2월) 이후, 자율주
행차의 시험운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Level3 이상 자율주행자
동차의 출시 후 2035년까지 연평균 88%의 시장성장이 전망됨에 따라, 공공
도로에서의 본격적인 자율주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는
2010년에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자율주행기술 연구가 시작되어 2017년 현

재 일부 자율주행기술을 상용차에 탑재해 시판 중에 있다.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자율주행차 기술은 Level2이며, 해외 주요 자율주행차량 제작사는 일
부 자율주행기술(Level 3~4)을 구현하여 시범운행을 수행하고 있다.
<표 5-12> 자율 자동차 분류 기준
주체 구분 기술 단계
Level 0
사람
Level 1
Level 2
Level 3
자동차

Level 4
Level 5

특징
비자동
운전자지원
부분자동화

내용
운전자가 차량을 완전히 제어하는 단계
조향, 가감속 등을 자동화해 운전자가 도움을 받는 수준
고속도로와 같은 비교적 운행이 쉬운 구간만 자동차가 조작하고 운전하는 단계
눈과 손을 자유롭게 해도 될 정도로 자동차가 조작하고 운전하나,
조건부 자동화
돌발상황에서는 사람의 제어가 필요
고도 자동화 자동차가 주행, 비상시 대처 등을 모두 조작하고 운전하며 운전자 제어가 불필요
모든 도로 환경에서 시스템이 항상 주행하며, 사람이 타지 않고도 자동차가
완전 자동화
스스로 조작하고 운전함

자료: 기용걸 외(2017). 자율주행을 위한 교통안전정보 제공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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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율주행 교통체계

협력자율주행(Cooperative Autonomous Vehicle)은 자율주행자동차가 도
로 인프라(각종 센서)와 다른 자동차 또는 도로 상이의 정보수집 장치와
통신하며, 자율주행자동차 자체 데이터만으로 다양한 상황의 위험을 스스
로 극복하는 기술이다. 국내에서는 1993년부터 ITS를 도입한 이후 고속도
로 시범 및 지역 시범 사업을 거쳐 2000년에 ‘ITS 기본계획 21’을 수립, 이
후 통행료 전자지불 시스템(하이패스), 버스운행정보 시스템, 교통카드 시
스템 등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는 C-ITS 중심으로 차세대 교통체계를 구축
중에 있으며, C-ITS는 차량이 주변 차량 및 도로 시설과 정보를 주고받으
면서 주행하는 첨단 도로 시스템으로 이를 위해 차량에는 다른 차량, 도로
시설과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 장치가 필수로 장착되어 있어 차량
은 현재 위치 및 주변 정보를 다른 차, 도로 운영자와 통신을 하며 공유하
게 된다. 국내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연구개발을
통해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기술 개발을 완료하였다. 하드웨어
와 소프트웨어의 결합체인 커넥티드 카와 무인자동차가 제 기능을 발휘하
기 위해서는 C-ITS와 같은 교통 인프라 차원의 시스템 구축이 빠르게 진
행 중에 있다.
<그림 5-9> 자율주행 자동차시대의 교통체계 개념

자료: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2018. 10. 15.).

농촌 정주환경 부문별 사회적 혁신정책 추진 방안

127

다. 자율주행 대중교통

유럽과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상용차산업 기반을 갖춘 지역에서 자율주
행 교통 기술을 개발하고, 국가 주도의 대규모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가운
데, 자율주행 교통 기술의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상용차를 중심으로 자율주
행 대중교통 서비스가 도입되고 있다. 독일 바이에른 남부 바트 비른바흐
(Bad Birnbach)에서 독일 최초로 자율주행 미니버스를 근거리 대중교통 수

단으로 투입하여 운행(2017년 10월)을 시작하였다. 바트 비른바흐 시청 광
장에서 로탈 온천까지 약 660m의 구간을 매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
지 30분 간격으로 운행 중에 있다. 싱가포르는 자율주행차 시범 운용에 관
한 로드맵을 발표하고(2015), 고정된 루트를 운행하는 버스형 서비스와 특
정 장소 간 승객 이동을 지원하는 수요 대응형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 중
에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차량과 도로 인프라 시스템 간 데이터를
분석하는 백엔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일본 경제산업성과 국토교통성은
농촌 대중교통 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마을과 병원, 상점을 연결
하는 자율주행차 서비스 준비 중에 있다. 이용 수요 및 경제 문제로 버스가
극히 드문 마을들을 대상으로 인건비가 들지 않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버
스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며 2017년에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림 5-10> 일본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대중교통

자료: robot shuttle 홈페이지(https://robot-shuttle.com: 2018.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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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고령자 이동 보조 기술
가. 고령자 이동 수단 기술
2000년대 이후 급속한 ICT(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교통과 보행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보행지원(보행보조)
기술과 이동수단 기술을 향상시켰다.
지체장애인 및 고령자의 대표적인 이동지원기술은 케이 로봇(휠체어 로
봇)으로 지능형 휠체어 로봇 기술은 자력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노인, 장애
인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며 이용자의 시선 추적에 기반하여 이용자의 이
동을 보조하는 이동수단 기술이다.
나. 보행보조 서비스 기술

이용자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 이용자선호
정보를 선택해서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을 수 있는 이용자 맞춤형 대중교통
정보제공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유럽(WayFiS: Way Finding for Seniors)의
경우 고령자를 위한 실내외 보행 및 대중교통 접근 경로 안내기술 개발하여
서비스가 진행 중이다.

2.3.3. 교통안전 관련 제도
가.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
2014년 12월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국토부)｣이 제정되어

고령자 사고 잦은 곳,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도로설계 기준의 방향과 원칙
을 제시하였다. ‘고령자 사고 잦은 곳’은 ｢교통안전종합계획｣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대상구간 중 전체 연령의 사고 건수 대비 고령자 사고
건수 비율이 30% 이상인 지점을 말하며, ‘노인보호구역’은 전술한 지정대
상 기준을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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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7～2021)

국토교통부에서는 ｢교통안전법｣ 제15조에 근거하여 국가 교통안전을 체
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5년 단위)’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2016년에는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
립하여 향후 5년 동안의 교통안전 중점대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
<표 5-13>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고령자 교통안전대책
추진전략
교통
약자를
배려하는
교통문화
형성

추진과제

Ⅰ-2
고령자
안전대책

중점추진대책
고령운전자의 운전능력 평가
및 관리 강화
고령자 교통안전에
대한 이해 증진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한
배려문화 형성

세부추진과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기간 조정
노인성 질환자(치매 등)에 대한 면허관리 강화
고령운전자 맞춤형 안전교육 시행 및 의무화 추진
고령보행자 안전교육 시행 확대
고령운전자를 위한 표준 실버마크 제작 및 배포
고령자 교통사고예방 캠페인 시행

자료: 국토교통부(2016). 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7~2021).

다. 마을주민보호구간 운영

국토교통부는 ｢마을주민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안)｣을 마련하여
2015년부터 마을을 통과하는 지방부 도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전국 5개

군 17개 구간)을 실시 중에 있다. 지방부 국도, 지방도 및 군도 주변에 마
을이 존재하고 사고의 위험이 높은 지역들의 안전한 교통환경 보장을 위하
여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지정해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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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마을보호구간 지정 및 개선사업 시행(개선안 예시)

자료: 국토교통부(2016).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계획 수립 연구.

2.4. 농촌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혁신정책 추진 방안
2.4.1. 농촌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한 적용 가능 기술
수요 응답형 교통 모델 등 농촌 교통여건의 개선을 위해 제도 개선 등의
사회적 혁신정책들이 추진되어 왔으나, 과소화가 심화되는 농촌 현실을 고
려할 때, 단순히 서비스 공급의 증가,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만으로 농촌 교
통 여건 개선은 요원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율 주행, 무인 자동차 등 교통
관련 미래 신기술은 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을 통해 농촌의 교통 여건 개
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관련 연구개발 및 이를 농촌 교통 문제 해결에 적용하기 위한 혁신
정책은 미비한 실정으로 수요 대응 자율주행 대중교통 시스템의 전국적 확
산을 위해서는 장 안정담보를 위하여 충분한 실증 운영·평가 테스트 및 요
구사항 도출 및 반영이 필요하다. 교통 분야 기술 개발의 경우 안전성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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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을 통한 전국적 표준화가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주도의 기술 개발
이 필요하며 상용화에 따른 기술 운용 및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개발은 지
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여 우수사례를 개발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방향이
타당하다.
가.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도입

현재 기술 수준을 살펴보면 국내 많은 지자체에서 제공 중인 수요응답형
교통(Demand Responsive Transport: DRT) 서비스는 ① 이용자 예약, ②
예약센터(오퍼레이터) 예약 접수, ③ 배차계획/운전자 통보, ④ 이동 서비
스 제공(예약자 집에서 목적지까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퍼레
이터가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DRT 차량 운행 배차계획 수립까
지 가능한 수준이다.
일례로 전라북도 행전안전부 정부3.0 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도에 교통
안전공단의 중앙서버를 활용하여, 예약센터의 오퍼레이터 개입 배차방식을
기반한 “DRT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재 전라북도 무진장여객의 DRT
운영에 활용 중이다.
<그림 5-12> 현재 DRT(운영 중) 기술 수준

DRT 예약, 접수, 배차, 운영 흐름도
자료: 김원철(2016).

DRT 운영관리 시스템 개념도

DRT 운영관리 프로그램(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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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율교통체계 기반 자율주행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자율교통체계(C-ITS) 기반 자율주행 대중교통이 농촌 지역까지 범용화
되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 센터 설립(광역시 또는 도 담당)과 함께 운영·관
제·법제도 정비 등 전반 사항 검토, 실용화 전략 수립을 위한 서비스 고도
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율주행 대중교통 차량은 현장
에 설치된 안전표지를 차량에 장착된 센서를 통하여 판독하고 참조하며 안
전운행을 스스로 수행하게 되므로 현장에 설치된 안전시설 역시 상시 정상
적으로 유지관리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현장에 설치된 많은 도로·교통안전시설이 현행 설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올바르게 유지·관리 되지 않고 있어 전국 단위 자율주
행 대중교통 확대 시 적정한 교통안전 확보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으로 자
율협력주행 기반 대중교통 플랫폼과 지능형 인프라 연계 자율주행지원 관
제시스템 개발을 전제로 농촌 지역까지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다.
<그림 5-13> 수요 기반 자율주행 대중교통 기술 개발 요구 사항

자료: 국토교통부(2018a). 자율주행기반 대중교통시스템 실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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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율 주행 대중교통 차량 도입

고령화로 인해 버스, 택시와 같은 일반 대중교통 운영이 불가한 농촌은
자가용 차량이 필수적 사항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운전능력이 떨어지는 노
인들은 자가 운전의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이에 대비하여 농촌 지역은 자
율 주행 버스를 투입하여 기본적 외출 기능과 함께 의료, 택배, 금융 등의
기초 서비스를 제공이 필요하다. 농촌형 수요기반 자율주행 대중교통은 이
용자의 요청에 따라 실시간으로 경로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서비
스 범위가 좁은 지선 노선 수준에서의 투입이 적절해 보인다. 농촌 지역
운행 시 실시간 다중경로 및 최적 경로 선정 기술 개발을 통해 고령자의
환승저항을 고려해야 하며, 이에 타 교통수단과 효율적인 연계가 필요하
다. 기존 국토교통부 TAGO(실시간 환승교통 종합정보, Transport Advice
on GOing anywhere) 서비스와 유사한 수준으로의 타 교통수단(예; 간선버

스 등)과 연계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기술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수준이다.
라. 교통안전 환경 개선을 위한 적용 가능 기술

농촌 교통안전 부문에서 가장 취약한 환경적 요인은 조명시설 부족 등의
야간 보행환경(농촌거주자의 34.4%가 야간보행이 위험하다고 생각함, 농
촌진흥청 2009)과 보도와 차도 분리시설 등 안전 설비가 미비하고 노인들
의 도로 무단횡단 사례가 많은 것이 농촌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인으로 파
악되고 있다. 농촌 야간 무조명 도로 구간은 전방 시거 제약으로 매우 위
험한 주행환경이다. 기존 고사양·고가격 위주의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적
정성능·저가격의 최소 시인성 확보 기술을 적용 시 무조명 구간의 실효성
있는 야간 도로 안전 확보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마. 고령자 및 취약계층 이동권 증진을 위한 적용 가능 기술

개인교통수단의 경우 단거리 위주의 이동, 장거리 위주의 이동은 대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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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농촌의 전형적인 교통체계로 개인교통수단을
보관·관리(충전 등)할 수 있는 IoT 기반 정류장이 필요하다. 개인교통수단
은 1~2인이 탑승하는 최소형 전기자동차(콘셉트카)가 노인에게 가장 적합
한 교통수단으로 알려져 있으나(일본의 경우 2011년 도지사협의회를 통해
보급 확대) 국내의 경우 법제도 정비 및 안전성 시험 등의 제도개편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횡단지원기술로는 고령자 등 횡단 보행속도가 느린 보행자를 고려해 보
행녹색시간을 탄력적으로 연장하는 신호체계가 농촌 지역 읍·면소재지, 버
스터미널을 중심으로 적용될 수 있다. 60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보행자
가 인가된 카드를 신호등에 부착된 카드리더기에 접촉시키면, 횡단보도 보
행시간을 횡단보도의 크기에 따라서 약 3초에서 13초까지 연장시키는 기
술로 싱가포르에서 운영되고 있다.

2.4.2. 농촌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한 혁신정책 추진 과제
수요 응답형 교통 모델 등 농촌 교통 여건의 개선을 위해 제도 개선 등
의 사회적 혁신정책들이 추진되어 왔으나, 과소화가 심화되는 농촌 현실을
고려할 때, 단순히 서비스 공급의 증가,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만으로 농촌
교통 여건 개선은 요원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율 주행, 무인 자동차 등 교
통 관련 미래 신기술은 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을 통해 농촌의 교통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통 분야 기술개발의 경우 안전성 검증을 통한 전국적 표준화가 적용되
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주도의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상용화에 따른 기술 운
용 및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개발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여 우수사례
를 개발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방향이 타당하다.
현재 관련 연구개발 및 이를 농촌 교통 문제 해결에 적용하기 위한 혁신
정책은 미비한 실정으로 수요 대응 자율주행 대중교통 시스템의 전국적 확
산을 위해서는 장 안정담보를 위하여 충분한 실증 운영·평가 테스트 및 요
구사항 도출 및 반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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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4> 농촌 여건 개선을 위한 교통 분야 추진 과제 및 주체
구분

주체

개선분야

기술
개발

중앙

안전성검증
기술표준화/
신뢰성

정책
개발

지방

모니터링
제도개선

항목
교통수단
보행 및 교통시설
교통안전확보체계
대중교통
자율주행 지원
교통수단
보행 및 교통시설
교통안전확보체계
대중교통
자율주행 지원

내용
공공수단 플랫폼/개인교통수단/정류장
베리어프리 시스템, 유지관리시스템
선제적 사고 예방·처리시스템
수요기반 교통정보 솔루션
AI 교통센터, 교통정보, 실험지원도로
자율주행차 등 미래기술육성, 복지향상
이용자 보호 제도·시스템, 정비방향
사람중심 안전정책, 의식·행태개선
대중교통 준공영제, 효율성·활성화 제도
테스트베드 지원, 광역정보센터 지원

자료: 저자 작성.

3. 농촌 주택·에너지 여건 개선을 위한 혁신정책 추진 방안

3.1. 농촌 주택·에너지 여건
농촌 주택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농촌 주민의 고령화와 기반시설의 부족
과 관련 있다. 농촌의 고령자들은 주택을 신축하거나 대대적으로 개선할
경제적 여유와 의지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농촌의 노후 불량 주택에 대한
자발적 개선이 쉽지 않다. 또한, 도시가스 등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이
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같은 난방효과를 얻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다. 이러한 농촌 주택 성능의 저하와 기반
시설 부족은 주민들의 냉·난방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농촌 생활에 대한 만
족도를 낮추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국토교통부에서 2017년 발표한 ‘주거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농촌 지
역인 읍·면 주택 가운데 건축한 지 30년이 넘은 주택의 비율이 25%로 동
지역 13.7%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의 건축한 지 10년 이
내의 주택 비율이 동보다 다소 높아 농촌 지역 주택의 노후도가 다소 개선
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농촌 주택의 노후도는 심각하다.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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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주택은 구조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단열성능이 낮아 냉난방에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표 5-15> 주택의 건축년도 및 경과년수 비율
구분
동부(%)
읍·면부
(%)
동부(%)
읍·면부(%)

주택
전체
대비

2012년
2007년~ 2002년~ 1997년~ 1987년~
1986년 이전
이후
2011년
2006년
2001년
1996년
(30년 초과)
(5년 이하) (6~10년) (11~15년) (16~20년) (21~30년)
82.4
7.1
6.8
11.8
11
21.7
11.3
계

모름/
무응답
12.7

17.6

1.8

1.8

1.9

2.4

2.8

4.4

2.5

100
100

8.6
10.2

8.3
10.2

14.3
10.8

13.3
13.6

26.3
15.9

13.7
25.0

15.4
14.2

자료: 국토교통부(2017).

도시와 농촌의 난방시설을 비교해 보면 동 지역의 난방은 주로 가스보일
러(73.2%)를 통해 이루어지는 반면 읍·면에서는 가스보일러의 비율
(42.0%)이 동에 비해 낮으며, 기름보일러의 비율(36.4%)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시기별로 가스 가격과, 난방유 가격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만 일
반적으로 동일한 난방 효과를 얻는데 도시가스가 난방유보다 낮은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취약한 단열성능과 상대적으로 비싼 에너지의
사용으로 도시와 농촌의 에너지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표 5-16> 난방시설별 주택 비율
구분
주택
전체
대비

계

소계

중앙
난방

지역
난방

기름
보일러

가스
보일러

전기
보일러

연탄
보일러

기타

미
설치

동부(%)

82.4

82.3

3.9

11.6

4.7

60.3

1.6

0.2

0.1

0.1

읍·면부
(%)

17.6

17.5

0.1

0.8

6.4

7.4

1.8

0.4

0.6

0.1

동부(%)

100

99.9

4.7

14.1

5.7

73.2

1.9

0.2

0.1

0.1

읍·면부(%)

100

99.4

0.6

4.5

36.4

42.0

10.2

2.3

3.4

0.6

자료: 국토교통부(2017).

주택 노후에 따른 단열성능의 부족, 구조적 취약성, 도시와 농촌의 난방
비용의 차이는 전반적 주거관리비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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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에서 주거관리비가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읍·면 응답
자의 25%로 동 지역 16.6%보다 크며, 주거관리비에 대해 전혀 부담을 느
끼지 않는 비율은 1.1%에 그쳤다.
<표 5-17> 주거관리비 부담
구분

82.4

13.7

44.6

별로 부담되지
않음
21.8

17.6

4.4

9.9

3.1

0.2

100
100

16.6
25.0

54.1
56.3

26.5
17.6

2.9
1.1

계

동부(%)
읍·면부
(%)
동부(%)
읍·면부(%)

주택
전체
대비

매우 부담됨

약간 부담됨

전혀 부담되지
않음
2.4

자료: 국토교통부(2017).

앞서 살펴본 주택 노후화, 낮은 에너지 성능은 농촌 인구의 감소와 더불
어 농촌의 빈집이 늘어나는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농촌 지역의 빈
집은 2005년 3.8%에서 2015년 10.9%로 10년 동안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농촌의 인구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최근 증가하고 있는 귀농·귀촌
자들이 기존의 농촌 주택을 활용하기에는 성능이 열악하여 기존 주택을 활
용하지 못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표 5-18> 빈집 현황
단위: 천 호, %
구 분
전 국
도시(동)
농 촌
읍
면

총주택수
13,222
9,997
3,225
1,294
1,931

2005년
1년 이상
빈집 수
191
70
121
27
94

자료: 김승종 외(2016: 44).

빈집
비율
1.4
0.7
3.8
2.1
4.9

총주택수
13,883
10,806
3,077
1,352
1,725

2010년
1년 이상
빈집 비율
빈집 수
263
1.8
109
1.0
154
5.0
38
2.8
116
6.7

총주택수
16,367
12,770
3,596
1,614
1,982

2015년
1년 이상
빈집 수
952
562
390
133
257

빈집
비율
5.8
4.4
10.9
8.2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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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농촌 주택·에너지 개선을 위한 정책 및 기술 동향
3.2.1. 정책 동향
국가 차원에서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정책은 신축 건축물은
2010년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근거로 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기존 건축물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을 통해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는 인센티브(용적률 완화,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기부채납 부담률 완
화 등)를 제공하고 제로에너지 빌딩 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 중
이다(최경석 외 2017).
<표 5-19> 국토교통부의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 추진 일정
시기

2017~2019

2020~

2026~

내용

상용화, 패시브 설계 의무화
(주거: 2017~, 비주거: 2020)

소형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의무화

신축건물 제로에너지 의무화

자료: 최경석 외(2017: 29).

농림축산식품부는 직접적으로 농촌 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기 위
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지만 ‘농촌주택 개량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농촌 지역의 노후 불량 주택의 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단열성능 개선 수
요에 대응하고 있다. ｢농어촌 정비법｣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
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농촌주택 개량자금 지원사업’
은 융자금 대출, 재산세 감면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신축·개축·재축·대
수선 등에는 최대 2억 원, 증축·리모델링에는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농촌 주택을 개선하기 위한 농식품부의 현재의 사업은 과거의 농식품부
사업, 다른 부처나 지자체가 추진했던 사업에 비해 에너지 성능 개선에 대
한 고려가 부족하다. 2012년 지자체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추진한 ‘농촌
형 저에너지하우스 신축사업’, ‘희망의 방 한 칸 프로젝트’는 대상을 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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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층으로 한정하였지만 에너지저감형 주택을 신축하거나 거주하는 방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사업이었으며,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 또한
바이오매스를 이용하여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었다. 2013년부
터 2년간 추진한 농식품부의 ‘농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 역시 에너지
효율화에 들어가는 비용은 융자가 아닌 보조금으로 지급했었다. 이러한 과
거의 사업들을 보았을 때 주택의 에너지 성능에 대한 강조도 없고 직접적
인 예산 지원 없이 융자로 이루어지는 현재의 사업 체계는 과거에 비해 그
성과가 미약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3.2.2. 기술 동향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은 패시브(단열, 기밀, 창호 등),
액티브(고효율 설비 등), 신재생(태양광, 지열, 바이오매스 등) 시스템 등
요소기술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는 기술의
실증을 목적으로 테스트베드(Test-bed)를 구축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최경석 외 2017).
<표 5-20> 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 시범사업
유형

저층형

고층형
단지형

사업명
KCC 서초사옥
진천군 제로에너지 시범단지
행복도시 1-1생활권
아산 중앙도서관
서울 공항고
충남 정산중
송도 6·7공구 A11블록 공동주택
장위 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경기도 신청사
행복도시 6-1생활권 제로에너지 스마트시티

자료: 이명주 외(2018: 19) 재구성.

사업내용
업무시설 신축(지하 2층/ 지상 7층)
주택단지 조성(지상 2층)
블록형 단독주택 조성(지상 3층 이하)
문화시설(도서관 신축)
33학급 교사 신축(지하 1층/ 지상 4층)
7학급 교사 신축(지하 1층/ 지상 2층)
공동주택 조성(10개동, 886세대, 지하 2층/ 지상 34층)
주택 재개발(31동 2,840세대, 지하 3층/ 지상 31층)
도청사 및 도의회 청사(지하 4층/ 지상22층)
주거용, 상업용, 공공시설 등 생활권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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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주택의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은 요소기술을 농촌 주택에
적용하거나 농촌 주택의 여건에 맞게 변용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1
인 거주 또는 한정된 공간만을 사용하는 경우, 주택을 개량할 경제적 여유
가 부족한 경우 등을 고려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졌다.
류연수 외(2013)은 농촌 주택의 리모델링 전후 에너지성능을 시뮬레이
션으로 분석 비교한 결과 외부 벽단열, 내부 천장단열, 창호개선, 기밀향상,
환기장치 등 모든 요소를 적용한 주택이 74%, 외벽과 내부천장에 대하여
만 개선한 2가구도 각각 68%와 71%의 성능개선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방
1개에 대하여만 내부에서 단열공법을 적용한 3가구의 경우도 개선한 공간

을 기준으로 66%, 63%, 73%의 우수한 에너지성능개선을 보였다.
최근에는 구조가 취약한 농촌 주택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량 태양광 모듈
을 개발하는 R&D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5-14> 패시브하우스의 요구조건 개념도

자료: 한국패시브건축협회 홈페이지(www.phiko.kr: 2018.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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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주택·에너지 분야 기술 개발 동향에서 국가차원의 기술 개발 및 실
증, 기존 기술의 변용 외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분야는 적정기술의 개발
및 보급이다. 홍성욱(2011)은 적정기술이란 영국의 경제학자인 E. F. 슈마
허(E. F. Schumacher)가 제시한 개념이며, 근대의 지식과 경험을 잘 활용
하고 분산화를 유도하며 재생할 수 없는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 대중에 의
한 생산 기술을 의미한다고 제시하였다. 적정기술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현재 개념은 <표 5-21>과 같은 특성을 가진 기술을 적정기술
로 보고 있다. 농촌 주택·에너지 분야에서 적정기술 개발은 방 한 칸 단열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열시공교육), 효율이 높은 난방장치 제작(로켓매스히

터 등), 이동식소형에너지자립주택 개발(달팽이하우스), 바이오가스를 이용
한 난방, 우드칩보일러 등을 거점화하는 마을 단위 에너지 지역난방시스템
개발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로 적정기술 관련 활동가 및 농촌 주민들
을 중심으로 기술의 개발·교육·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5-21> 적정기술의 주요 특성
순번
1.
2.
3.
4.
5.
6.
7.
8.
9.
10.
11.

특성
비용이 적게 든다.
가능하면 현지에서 나는 재료를 사용한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현지의 기술과 노동력을 활용한다.
작은 규모의 농부들에 의해서도 사용가능할 정도로 소규모이다.
농업기술을 지녔지만 과학기술 교육은 받지 못했던 농촌거주자가 이해할 수 있고, 통제·관리할 수 있다.
도구나 제품을 마을 자체적으로 만들지는 못해도 철공소에서 제작 가능하다.
주민들의 협동 작업을 이끌어내며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다.
분산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활용한다.
기술을 사용하는 주민들이 해당 기술을 이해할 수 있다.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다.
지적재산권, 로열티, 컨설팅비용, 수입관세 등이 유발되지 않는다.

자료: 홍성욱(2011: 52).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농촌 주택에 대
한 기술 적용을 시도하고 있지만 새로운 설비를 적용하거나 주택을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주택이 많아 사회적 혁신은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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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실증을 진행하려 100여 개 농촌 주택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려

고 했으나 기존의 태양광 패널은 무거워서 지붕에 설치하면 무너질 위험이
있었다. 결국 이미 구조가 튼튼하고 성능이 좋은 주택에 사업을 추진했다.
전력 소비가 적은 취약계층은 태양광 발전으로 난방에 필요한 전력 생산도
가능하지만 설비를 설치할 수가 없다.”(에너지기술연구원 A 박사)
“지자체에서 아궁이가 무너진 집을 고쳐줄 수 있느냐는 문의가 왔다. 그

집에 도착해보니 아궁이를 잘못 건드리면 집이 붕괴될 정도로 구조가 취약
했다. 이런 주택들이 많아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도 기존
에 사업을 받았던 집들만 사업에 선정된다. 이런저런 조건을 따지다 보면
정말 개선이 필요한 주택은 사각지대로 남는다.”(적정기술 관련 사회적협
동조합 A 상임이사)

3.3. 농촌 주택·에너지 여건 개선을 위한 혁신정책 추진 방안
농촌 주택·에너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정책은 농촌 주택과 그 곳
에 살고 있는 농촌 주민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
다. 농촌에서 필요한 기술은 오래되고 무너지기 쉬운 농촌 주택에도 적용
이 가능한 기술이어야 한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농어촌공사 등이 참여
하여 태양광 패널을 농촌 주택에 적용할 수 있게 경량화 하는 R&D를 진
행하는 것이 농촌 주택·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사회적 혁
신 사례로 볼 수 있다.
농촌 주택·에너지 여건을 개선하는 주체는 기본적으로 농촌 주민이다.
사유재산인 주택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농촌 주민들 가운데 경제적 여건이 어렵고 열악한 주택에 사는
주민들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이
러한 주민들을 도와 줄 수 있는 사회적 혁신주체도 필요하다. 주민들이 적
정기술을 활용하여 냉·난방 기구를 제작·보급하고 단열 시공을 할 수 있도
록 적정기술의 교육과 보급을 도와주는 주체가 있다면 적은 비용으로도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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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농촌의 주택·에너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혁신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앞서 제시한 농촌 주택을 고려한 연구개발의 지
원하고, 농촌 주민들에게 적정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주체의 육성하는 방
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현재 개발 중인 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하고 농
촌 주민들이 낮은 비용으로 주택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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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촌 정주환경 개선 사회적 혁신정책 추진 방향

농촌 정주환경과 관련한 정책 부문별 기술혁신을 통해 대응이 가능한 사
회적 혁신 수요와 유관 사례 및 과제들을 확인하였다. 사회적 혁신 활동의
성과에 따라 기존 정책이나 사업의 개선을 통해 농촌 정주환경 개선이 가
능한 영역이 존재한다. 따라서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혁신이 효과적
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혁신정책은 과학기술혁신정책의 패
러다임 전환에 대응하는 가운데 농촌 사회적 혁신 활성화 제약 요인을 극
복하는 방향에서 추진해야 한다. 최근 과학기술혁신정책은 과거 경제, 산
업 부문을 지원하는 역할에서 국민 삶의 질 개선, 다양한 사회(생활)문제
해결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과학기술혁신정책 흐름에 부응하고 여전히 취약한 농촌의 정주환
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부문의 기술혁신정책의 전환이 필
요하다. 하지만, 현재 농업 농촌 부문의 과학기술혁신정책 추진체계는 과
거 산업 혁신 중심의 혁신 체계 틀을 유지하고 있으며, 농업·농촌 관련 연
구개발 기관들은 국가 과학기술 로드맵상의 신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기능
이 유지되고 있다. 이 연구의 조사 결과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
한 혁신 수요와 적용 가능한 기술 및 모델이 존재하였다. 하지만 연구개발
투입 및 혁신주체의 부족, 지역 단위의 혁신 프로그램의 미비 등의 제약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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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인해 농촌 정주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사회적 혁신 활동의 수행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농촌의 사회적 혁신 활성화를 위
한 정책은 비단 전통적인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영역으로만 한정되지는 않
는다. 농촌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농촌개발정책 및 각 부문별 정책에서
기술혁신과 관련한 정책 수단이 활용되고 다양한 사회적 혁신 모델들이 적
용될 수 있도록 유관 정책 추진체계 개선도 필요하다.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전환은 부처 간, 부문 간 협업체계에 기초하고 있
다. 여러 정책 영역에서 기술혁신에 기반한 정책 수단이 강조되고 있다. 농
촌 정주환경과 관련한 각각의 정책 영역 및 기술 분야에서 농촌 정주환경
관련 이슈와 사회 문제들이 다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농촌 개발정책 내에서도 혁신을 통한 새로운 정책 수단의 개
발 및 서비스 전달 방식을 모색할 시점이다. 연구개발 기관 등 혁신주체들
의 관심이 낮을 수 있는 농촌 정주환경 관련 어젠다를 발굴하고, 다양한
혁신정책·사업 대상으로 농촌 정주환경 문제가 다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화
하는 방향의 정책이 요구된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
다. 인력, 자원의 불균등한 입지로 인해 도시와 농촌 간 혁신 역량의 격차
는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정주환경 관련한 혁신 활동 부문에서도 반복해
서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바람직한 미래 도시 환경 구축을 위해 스마트
도시, 도시형 교통·주거 모델 등 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중장기 대
형 연구개발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반면, 농촌을 대상으로 한 대형
연구과제는 많지 않다.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경우 혁신 투입 정도에 따라
도·농 간 정주여건의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농업·농촌 관련 혁신
주체들의 기능 조정이나 역할 확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농촌의 문제를 발굴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층적인 혁신 활동을 기획·추진할 시점이다. 또
한 새로운 기술의 개발뿐만 아니라 기술의 보급과 활용을 통해 실제 지역
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들의 육성이 요구된다.
전문가 수요조사 및 부문별 기술 동향을 살펴보았듯이, 농촌 지역 내에
서도 지역에 따라 정주여건, 사회 문제가 상이하며, 동일한 문제에 대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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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지역 기반의 사회적 혁신 체계 구축이 필
요한 이유이다. 또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어젠다 발굴에서 혁신 과정을 기
획·추진할 수 있는 지역 단위 사회적 혁신 시스템을 갖추는 방향으로 정책
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주민, 시민사회, 공동체 기반 조직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개방형 혁신 시스템을 구축
하는 방향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표 6-1>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혁신 활성화 기본 방향 및 과제
목표

기술혁신을 통한 농촌 정주환경 개선
과학기술혁신정책 기조에 대응한 농업·농촌 혁신정책 및 농촌개발정책 추진체계 개선

기본방향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혁신 역량 강화
지역 단위의 사회적 혁신 체계 구축 및 활성화

농업·농촌 과학기술계획 체계 정비

주요
정책과제

·
·
·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시행계획,
농촌진흥사업기본계획 개편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개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및 삶의 질 향상 기본계
획에 사회적 혁신정책 내용 반영

정주환경 부문별 사회적 혁신 협업체계 강화

· 삶의 질 위원회를 통한 부처 간 협업체계 강화
· 농촌 정주환경 개선 관련 사회 문제은행 DB 구축
· 다부처 공동사업 기획

농촌 사회적 혁신주체 육성

· 농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사업 중 사회서비스 유형
확대 및 소셜벤처 창업 지원 확대
· 농업·농촌 혁신기관의 정주환경 개선 연구개발 기능 강화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혁신 프로
그램 도입

· 농촌 정주환경 개선 실증 R&D 확대
· 농촌 적정기술 개발·보급

지역 단위 사회적 혁신 네트워크 구축·활성화

· 농촌개발사업의 리빙랩 모델 도입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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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촌 정주환경 개선 사회적 혁신정책 추진 과제

2.1. 농업·농촌 과학기술계획 체계 정비
2.1.1. 농업·농촌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사회적 혁신 영역 반영
최근 과학기술 부문에서 추진 중인 사회 문제 해결형 혁신정책 및 연구
개발 사업들과 교통, 재난, 보건·복지 등 각 부문별 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사업들은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각 부문별 과학기술 계획 체계에 근거하고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제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농업·농촌 정책 관련 과
학기술 기본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 및 시
행계획’의 경우 농식품 중심으로 계획이 구성되어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혁신 전략 및 연구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
다. ‘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에는 ‘농업·농촌 가치제고’, ‘농
업·농촌 에너지’ 등 농촌 정주환경과 관련한 2개 분야가 전체 14대 핵심기
술 분야로 선정되어 있지만, 연구개발의 범위와 비중은 높지 않다. ‘농업·
농촌 가치제고’ 분야의 핵심전략기술 또한 농촌 주민 대상의 기술보다는
도시농업, 귀농·귀촌 정착기술, 농촌경관·전통자원 보전 기술 등 농업·농촌
자원의 대국민 활용에 초점을 둔 기술이 주를 이룬다. 농림식품 분야가 국
가 과학기술 분류상 ‘생명’으로 분류되고, 생명 분야 최상위 계획인 ‘생명
공학육성 기본계획’ 하위에 위치한 과학기술 계획 체계상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차기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 종합계획’ 수립 시 앞서 언급한 농촌 정주
환경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 및 기술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주
거, 에너지 등 이전 계획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분야에 대해서 농촌 주민
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기술 분야를 확인하고 이를 전략기술로
선정하여 기술 로드맵 작성 및 관련 연구개발 추진을 포함해야 한다.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어젠다의 포함과 더불어, 사회적 혁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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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관련 전략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제2차 계획에서 제시한 ‘정책
-R&D-현장 연계 혁신모델 구축’ 원칙을 발전시켜 농촌 정주환경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농촌 주민, 정책 전문가, 연구자가 참여하는 문제 해결형 연
구개발 시스템을 계획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제2차 계획에서 제시하였
던 농산업 현장의 필요 과제 발굴을 위한 ‘과제발굴연구회’ 구성·지원을
농촌 정주환경 부문으로 확대하여 농촌 지역의 현안을 발굴하기 위한 과제
발굴연구회의 도입·운영을 검토할 수 있다.
‘농촌진흥사업기본계획’에서의 사회적 혁신 관련 내용 반영이 필요하다.

제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농촌 정주환경 관련 국가 연구개발 과제의 핵심
주체가 농촌진흥청 및 산하연구조직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법｣ 제2조의
농촌진흥사업 중 연구개발 분야에 ‘농업·농촌 생활환경, 문화의 보존 및 여
성 농업인의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농촌 정주환경 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확대를 위해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관련 연구기관의 기능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농촌진흥사업의
근거가 되는 ‘농촌진흥사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추진 전략과 과제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 ‘제2차 농촌진흥사업기본계
획’의 4대 추진 전략 중 하나로 ‘농업·농촌 활력 증진’이 포함되었으며, 하
위 전략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이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 농촌복지 증진을
위한 농촌 주민 생활 서비스 지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농촌 주민 참여
형 지역개발 강화 등 사회적 혁신이 지향하는 목표에 부합하는 과제들이
계획에서 제시되었다. 하지만 생활서비스 부문의 경우 고령농 대상 일자리
지원, 여성 농업인 대상 영농기술 지원, 농작업 재해 대비 등 전통적인 연
구개발 영역의 세부 과제들로 한정되었으며, 지역개발 부문도 유사한 형태
를 띤다. 지금까지 농촌진흥청에서 수행해 온 농촌 에너지, 교통, 주거, 의
료시스템 등 다양한 정주환경 어젠다에 대한 연구개발이 체계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서부터 문제의 정의, 기술 로드맵 수립, 연구개발
사업 추진체계 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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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농업·농촌 계획의 사회적 혁신정책·사업 반영
농촌 정책과 관련한 기본계획에 사회적 혁신과 관련한 정책 수단의 반영
이 필요하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과 농촌의 균형 있는 개발·보전을 목적으로 관련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
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다. ‘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
획’의 4대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촌 조성’을
제시하고 ‘농촌 개발 및 주민 삶의 질 제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세부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세부과제에서 농촌 교통, 농촌 주택 개선, 교육 및
보육 등 농촌 정주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 동
계획에서는 4차산업혁명 기술 발전을 중요한 외적 여건으로 인지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스마트농업으로 기술혁신 분야를 한정하고 있다. 농촌 부문
에 있어서도 기술혁신 적용 가능성에 주목하여 농촌 개발정책 도입 시 관
련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하 ‘삶의 질 향

상 기본계획’)’은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범정
부 협업계획이다.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15~2019)’에는 18개 부
처·청이 참여한 가운데 총 185개의 정부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제3차 계
획 수립 당시 과학기술 담당부처였던 미래부도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하였
다. 하지만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혁
신 관련 사업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교육 부문에서 ‘ICT를 활용한 농산
어촌 학생 학습여건 개선’ 사업과 정주생활기반 부문 ‘ICT 기반 행복한 농
촌만들기 프로젝트(ICT 융복합 창조마을 조성)’, 환경·경관 부문의 ‘농업에
너지 절감을 위한 대체에너지 보급’ 사업 등에 불과하다. 해당 사업도 새로
운 모델을 개발하기보다는 기존에 상용화된 모델이나 시설의 보급·확산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다. 또한 미래부 담당 사업은 정보통신 분야의 광대
역 통신망 구축 사업뿐이다. 이렇듯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범정부 계
획인 삶의 질 기본계획에서 기술혁신과 관련한 정책, 수단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앞서 제4장과 제5장에서 확인한 농촌 정주환경 개선 수요 및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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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별 기술혁신 과제와 관련하여 삶의 질 계획에서 다루고 있지만, 기술혁
신 수단은 부재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농촌 교통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교통안전 활동’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농어촌 지역의 노인보호구역, 마

을보호구역 설정을 수단으로 하는 비예산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다. ‘농어업
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경우 농촌 정주환경 부처 간 협업의 추진체
계를 갖추고 있는 만큼 향후 계획 수립 시, 다양한 농촌 정책 어젠다에 대
하여 사회적 혁신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을 폭넓게 반영하여 혁신정책 추
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2. 농촌 사회적 혁신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협력 체계 구축
사회적 혁신정책은 사회 문제 관련 정책 부처와 과학기술 부처 등 기술
부처 간 협력 거버넌스에 기초하여 추진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추진 중
인 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사업 및 관련 정책 또한 다양한 층위에서 부처
간 협업 및 주체 간 협업에 기초하고 있다.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사
회적 혁신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범부처 추
진체계를 활용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2.2.1. 삶의 질 위원회를 통한 부처 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과 더불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촌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범부처 정책 추진체계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8개
부처·청이 참여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이하 ‘삶의 질 위원
회’)’가 있다. 삶의 질 위원회는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하여
농촌 주민 삶의 질 및 정주환경과 관련한 중앙 부처 기관 간 협의와 의견
조정을 주요 기능으로 하며, 범부처 정책 추진을 위한 여러 장치를 운영
중에 있다. 농촌 정주환경 개선과 관련한 사회적 혁신정책의 추진 방향은
부처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설계된 삶의 질 위원회의 정책 추진체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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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한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지금까지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하의 정책·사업에서 사회적 혁신과 관련한 정책·사업은 소수에
불과하였다.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과 더불어 ‘삶의 질 정책 추진체계’를
활용하여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혁신정책에 대한 부처의 관심
을 환기시키고 관련 정책,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광대역 통신망 구축 등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부문으로 한정된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 중인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연구사업,
과학기술기반 지역수요맞춤형 연구개발 지원사업,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등
을 삶의 질 정책·사업군에 포함시켜 농촌 정주환경과 관련한 연구개발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더해 사회서비스 R&D 등 부
처별 사업 중 연구개발에 해당하는 사업 또한 삶의 질 정책·사업군에 포함
시킬 필요가 있다.
삶의 질 위원회에는 각 정책 부문별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분과위원회를 통해 부문별 정책 어젠다를 논의하여 본위원회 안건으로 제
안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제3차 기본계획’하에서는 보건·복지,
정주생활기반, 교육·문화 부문의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주민 삶
의 질 향상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혁신 과제의 발굴을 위한 사회혁
신 분과위원회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업·농촌 과학기술정책의
조정·심의를 위한 목적에서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가 구성·운영 중에 있
으나, 인적 구성 및 주요 활동 분야가 농식품 R&D에 초점을 두고 있어 농
촌 정주환경과 관련한 혁신정책의 기획·자문·심의 기능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정책 담당자가 참여하는 위원
회 운영을 통해 다부처 연구개발 사업 기획을 비롯한 농촌 정주환경 개선
을 위한 범부처 정책, 사업의 기획 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2.2. 농촌 사회적 혁신 수요 DB 구축
사회적 혁신 과정에서 수요의 발굴 및 체계화가 중요하다. 사회 문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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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형 연구개발 사업 등 정부 부처가 주도하는 사회적 혁신정책 추진과정에
서도 사회 문제 확인 및 DB 구축 등의 체계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지자
체 단위에서 추진되는 지역의 문제 해결형 혁신 프로그램 사례에서도 지역
수요 발굴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문제의 확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와 정책 담당자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기제로 작용하는 까닭에 중요하다. 사회적 혁신의 경우 혁신
수행 주체와 혁신 성과의 수혜자가 확연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혁신의 대상
이 되는 사회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 수행 주체의 참여와 부
처 간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다.
수요 발굴과 관련하여 선행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수단이 사회
문제은행 구축이다. 사회 문제은행은 사회 문제의 특성, 원인, 이해당사자
들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적용 가능한 기술, 참여 가능한 혁신주체 등의
정보도 포함하는 형태를 지향한다. ‘제2차 과학기술 기반 국민생활(사회)문
제 해결 종합계획’에서는 40개의 국가 사회 문제를 정리하고 있다. 한국과
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는 각 사회 문제에 대해 개방형 플랫폼 형식을 띠는
사회 문제은행을 구축하였다. 사회 문제 은행에 농촌 정주여건과 관련하여
불량·노후 주택, 의료 격차, 교육 격차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만, 농촌
의 고유한 문제 특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루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해당 문제의 경우 수요조사를 통해 농촌에서의 문제 현상과 대응 방향이
다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할 때, 농촌 정주환경 관련 고유한 사회 문제들을
발굴하여 이를 사회적 문제 은행 형태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 사
회 문제 은행과 연동하여 농촌 정주환경 관련 여러 문제들이 국가 혁신정
책 차원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농촌 사회 문제은행을 구축
할 필요가 있다. 사회 문제은행 구축을 위해 농촌 정주환경 문제와 연계
가능한 기술적 대안을 모색하는 사회·기술 조사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
다. 사회 문제은행은 누구나 자유롭게 문제에 대해 작성·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개방형 플랫폼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서 운영 중인 사회 문제은행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농촌 정주환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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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넓은 주제를 다루기 위해 농업·농촌 부문의 기관이 농촌 사회 문제은행
을 구축하고 이를 다른 부문의 사회 문제은행과 연동하는 개방형 플랫폼으
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림 6-1> 사회 문제은행 예시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사회 문제은행 홈페이지(www.k2base.re.kr: 2018. 9. 16.).

2.2.3.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다부처 공동기획사업(R&D) 추진
‘다부처 공동기획사업’을 통해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사

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2장에서 지적하였듯이 다부처 공
동기획사업 중 농식품부가 참여하는 농촌 관련 사업은 소수에 불과했으며,
평가 결과 농식품부 참여 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타 부처 간 협력 체계 또
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황기하 외 2018). 아울러 농촌 정주환경과 관
련한 연구개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농촌관련 연구가 수행되지 않는 사업
도 있었다. ‘교통사고율 Zero 구현을 위한 미래형 ICT-안전기술융합 스마
트 도로 조명 플랫폼 개발 및 실증사업’의 경우 농촌 도로에 적용 가능한

농촌 정주환경 개선 사회적 혁신정책 추진 방향 및 과제

155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농촌 도로에 대한 실증 연구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2018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공모 분야를 살펴보면, 불량노후 주택, 교통

안전, 의료격차 해소, 간병·간호 로봇 도입, 노인치매 생활보조 혁신 등 조
사를 통해 나타난 사회적 혁신 수요에 해당하는 분야가 다수 존재한다. 이
들 분야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다부처 공동기획사업’을 추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6-2> 2018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공모 분야 중 국민생활문제 해결 분야
공모분야

중분야
(1) 지속가능한
활력사회

국민
생활
문제
해결

(2) 걱정 없는
안심사회

(3) 더불어 사는
어울림사회
(4) 기타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①
②

소분야
건강: 만성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독/우울장애, 퇴행성 뇌·신경 질환
환경: 생활폐기물, 실내공기오염, 수질오염, 환경호르몬
문화여가: 문화소외, 문화·여가공간 미비
생활안전: 성범죄, 먹거리안전, 사이버범죄, 가정 안전사고
재난재해: 기상재해, 화학사고, 감염병, 방사능오염
에너지: 전력수급, 에너지빈곤
주거교통: 불량·노후 주택, 교통혼잡, 교통안전
가족: 노인소외·자살, 가정폭력
교육: 교육격차, 학교폭력
사회통합: 의료격차, 정보격차, 취약계층생활불편
복지: 간병·간호 지원 로봇 도입, 노인치매 생활보조 혁신
국방: 지능형 국방 경계감시 적용,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지휘체계 도입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18. 3. 27.).

2.3. 농촌 기반 사회적 혁신주체 육성
2.3.1. 농촌 사회적 혁신주체 창업 및 성장 지원
농촌 주거 및 에너지 문제의 경우 상용화되어 보급 중에 있는 에너지 절
약형 주택·난방 시설의 보급·관리 주체가 부족하여 농촌 내 관련 모델의
확산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 역량을 보유한 사회적 경제
주체가 농촌을 기반으로 활동하도록 농촌 문제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와 재
화를 공급함으로써 사회적 혁신 과정이 완결성을 가지고 농촌에 뿌리내릴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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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사회적 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의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제주 ‘클낭 프로젝트’의 경우 제주 지역
의 다양한 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셜벤처의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
로 추진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 사업에 지자체
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 시책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농업·농촌 기반 조직이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을 참고
하여 다양한 역량을 보유한 창업 희망 인력들이 농촌 문제의 해결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의 확산을 꾀할 필요가 있다. 농촌 사회적 경
제주체와 관련한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농업·농촌의 문제 해결
을 위한 사회적 혁신 모델들을 발굴하고 이후, 창업 및 성장을 지원하여
농촌 사회적 혁신주체들의 저변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
‘농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사업’ 및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은 이러

한 사업 취지에 부합한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농촌 공동체회사 중
사회서비스 유형은 소수에 불과하다.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은 2018년부
터 시행되어 창업 지원을 위한 연계사업이 충분하지 못하다.13 농촌 공동
체회사 지원 시 기술집약형 공동체회사의 육성을 지원하고,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추진 시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
도록 창업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수단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울시 서울혁신파크, 충청남도의 적정기술 에듀파크와 같이 지역에서 사
회적 혁신주체들이 집적하여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확산하는 형태의
창업 보육 공간 조성도 필요하다.

13

2018년도 ‘농촌공동체회사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공고에 따르면, 공모전 수상
자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시 우선 선발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창업 공간, 시설·장비 지원 등 창업 관련 기타 지원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창업을 위한 지원 수단에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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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농촌 사회적 혁신 전담기구 운영
사회적 혁신정책은 혁신주체로서 공공 부문의 역할을 강조한다. 사회적
혁신 관련 기본 계획에서도 공공 부문 연구기관의 사회적 책무에 입각한
역할 및 기능 확대를 주요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정주환경 관련
국가 연구개발 사업 수행 주체에서 확인했듯이 농촌 사회적 혁신 과정에서
도 공공 부문 혁신주체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농촌진흥청 및 산하연구기관은 농업 부문의 연구 비중이 높은 까
닭에 농촌 정주환경 관련 연구개발 비중이 높지 않으며 여성농업인, 농작
업 안전, 에너지 등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
구원 또한 농식품부의 사업과 관련한 일부 연구개발 기획만을 수행하고 있
다. 농촌 관련 연구개발을 기획·전담할 수 있는 공공 부문 조직 기반이 취
약한 실정이다.
이에 공공 부문 혁신주체들의 농촌 정주환경 관련 연구개발 비중을 비롯
한 사회적 혁신 활성화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농촌 정주환경 개선
관련 혁신 수행을 위한 전담 조직으로서 일본의 사회연구개발기구
(RISTEX)와 같은 ‘농촌 사회혁신센터’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는 형태보다는, 기존 혁신기관에 별도의 연구단으로 운영하
는 것이 효율적이다. 공공 부문 혁신기관들을 중심으로 기 구축된 대학 및
유관연구기관, 연구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기술 보급 등의 혁신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네트워
크의 확장을 통해 농촌 사회적 혁신주체 저변을 확대할 수 있다.

2.4.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 기술 개발 프로그램 추진
2.4.1.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실증 R&D 추진
수요조사 결과, 대중교통, 교통안전, 생활환경 개선 부문과 같이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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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생활서비스 모델의 적용·확산을 위해 지역 단위의 실증 연구가 필요
한 수요가 다수 확인되었다. 농촌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소규모 연구개발과 중장기 기술 개발 프로젝트 그리고 서비스
모델의 실증 사업에 이르는 다층적 형태의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사
회적 혁신 프로그램’의 추진이 필요하다.
실증 R&D는 사회적 혁신 수요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와 같이 국가 차원의 실증 R&D가 필요한 수요가
있는 한편, 농촌 마을의 교통안전 개선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R&D가 필요
한 과제도 있다. 이 경우 중앙정부는 프로그램의 기획·운영에 관한 일반적
인 사항을 설계하고, 지자체 및 주민이 자율적으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혁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상향식 형태가 바람직하다.

2.4.2. 농촌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사업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혁신 수요 중 주택 및 난방 문제의
경우 적정기술의 보급, 확산을 통한 해결이 가능한 부문으로 나타났다. 최
근 농촌 지역에서 주택, 에너지, 난방 등 다양한 농촌 문제에 대해 적정기
술을 활용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주체와 활동들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는
개별 주체나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적정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경기도는 2016년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를 제정하
고 적정기술 박람회 개최, 적정기술 주체 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
다. 완주군은 ｢로컬에너지 자립기반구축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로컬에너
지센터를 운영하여 적정기술 관련 주체들을 입주시키는 등 적정기술의 개
발 및 보급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농촌의 일자리 창출 사업
과 연계하여 로컬에너지 리더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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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농촌 적정기술 개발·보급 주체
기관명
전환기술사회적협동조합(완주군)
충남적정기술연합회
작은손적정기술협동조합
아산 송악에너지공방협동조합
아하홍성생활기술협동조합
공주두레적정기술협동조합
홍성 얼뚝협동조합
예산 꼼지락적정기술협동조합
완주 에너지협동조합
완주 햇빛누리협동조합
순창 흙건축연구소 살림
완주 TERRACOOP
항꾸네협동조합
통영 착한에너지연구소
산청 대안기술센터
상주 귀농·귀촌지원센터
정선 에너지공방OO
원주 노나메기
인제 DMZ평화생명동산

사업 내용
적정기술 컨설팅, 종합적 적정기술 교육 사업
지역 협동조합 지원 컨설팅, 충남형 적정기술 연구개발
에너지 컨설팅, 인테리어, 주택 수리
고효율 난로, 화덕 제작
컨테이너 재활용하우스 시공
흙집시공, 농촌형 화덕 제작 보급
생태건축
적정기술 농기구 제작·보급, 마을 대장간 복원
완주군민 적정기술 교육
태양열 온수기, 소형태양광발전 제작·보급
생태단열, 생태주택 교육, 시공, 동네목수 양성
건축 관련 적정기술 개발 보급
고효율 화덕, 캠핑화덕 보급, 마을 커뮤니티 사업
시민에너지 교육, 신재생에너지 체험교육
생태건축, 퍼머컬쳐 교육
집짓기, 목공교육
농촌 적정기술 교육, 보급, 작은 시골집짓기 교육
적정기술 활용 난로 보급, 주택에너지 진단
적정기술 교육

자료: 김성원 외(2017)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농촌 적정기술 관련 주체의 사업 영역의 경우 에너지, 난방, 주택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적정기술은 환경, 경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사회적 혁신 수요에 대응한 적정 기술 개발 및 사업화, 교육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지원사업은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사업’을 통해 적정기술 개발 주체를 지원하는 방식이나, 산업통상자원
부의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사업’과 같이 주체의 상품·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 가능하다.

2.5. 지역 단위 사회적 혁신 네트워크 구축·활성화:
농촌개발사업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 리빙랩 구축
농촌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던 ‘ICT 융복합 창조마을 조성사업’은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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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여건에 맞는 정보통신 기술 기반 공공·생활 서비스 개선 모델을 도입하
여 교육, 의료 등 농촌 마을의 정주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하지
만 미리 정해진 6개의 사업 유형과 서비스 모델에 대하여 지역의 공모를
받아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 모델을 보급·확산하는 형태로 추진되어, 지역
의 주체들의 참여가 제한적이었으며, 다양한 정주환경 개선 수요에 효과적
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 단위 혁신체계
구축을 위하여 농촌개발사업에 리빙랩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리빙랩
은 혁신의 기획, 수행, 환류 전 과정이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며, 해외 사
례에서 보듯이 수요자의 참여를 기반으로 추진되는 혁신 플랫폼이다. 포항
시의 ‘포항을 바꾸는 100일의 생활 실험’ 사업과 같이 일부 지자체를 중심
으로 리빙랩 방식을 채용한 사회적 혁신정책과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2018년부터 농촌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추진 방식에 있어 지역 내 민간 조직 참여 확대와 참여 주체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강조한다. 지역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며,
사업 예시로 공동체 활성화 사업 유형이 포함되어 있다. 신활력플러스 사
어버 모델 중 하나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리빙랩 구축을 제시하고 원하
는 지역에 대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사회적 혁신 프로젝트 추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농촌 개발사업 전
반에서 농촌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리빙랩 방식의 사업 설계와 추진 방
식 적용을 검토해볼 수 있다.

요약 및 결론

1.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기술 개발, 보급, 확산
등 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혁신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사회적 혁신정책의 추진 동향과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둘째, 사회적 혁신의 특성에 입각하여 농촌 정주환경 개선
과 관련한 혁신정책 추진 여건을 분석하였고, 셋째, 전문가 대상의 설문조
사와 주민 대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혁신 수요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교육, 교통, 주택 및 에너지 부문
에 대하여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에 활용될 수 있는 최신 기술동향 및 정책
추진 과제를 정리하였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사회적 혁신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정리하였으며, 관계 부처 계획 및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정
주환경 개선과 관련한 국가 연구개발 과제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와 정주환경 부문별 초점집단면접조사를 실시하여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혁신 수요를 파악하였다. 사회적 혁신을 실천하고 있는 다양
한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혁신은 과학기술 분야의 사회기술시스템 전환론에
입각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변용·적용하여 사회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으로 정의했다. 사회적 혁신과정은 기존 산업 혁신
과는 구분되는 특징을 가진다. 사회적 혁신과정은 전통적인 혁신주체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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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문제와 관련한 주민, 시민사회 조직, 사회부처 등의 역할이 강조된
다. 이에 지식, 기술 생산 주체와 혁신 수요 부문 간 협력 관계 구축이 중
요하며, 그 과정에서 공공 부문의 혁신주체 역할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혁신의 대상이 되는 사회 문제 및 수요를 확인하고 체계화하는 과정이 강
조되며, 지역 단위의 고유한 문제 탐색 과정 또한 중요하다.
이러한 사회적 혁신의 특성은 정부 정책 추진체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
다. 최근 과학기술 부문의 기본계획에 사회적 혁신의 가치와 방법론이 반
영되어 관련 정책이 추진 중에 있으며 과학기술 부처와 사회 부처 간 협업
을 통해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정책도 추진 중에 있다. 교통,
건설, 재난·안전, 보건복지 등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도 기술을 통한 사회
문제 해결을 시도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정책이 추진 중이다.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정책과 관련해서도 지역의 고유한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
결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이 도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체계는 최근
정책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농촌 과학기술 기본계
획 및 농촌 개발 관련 중앙부처 계획에서 사회적 혁신정책에 관한 의제가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ICT 융복합 창조마을 조성 사업’은
ICT 기술을 활용한 농촌 정주여건 개선 사업이었지만, 사업 추진 방식, 사

업 기간, 규모, 활용된 기술의 한계 등으로 인해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
지 못했다. ‘농촌 공동체회사 육성사업’에서 농촌의 사회 문제 해결이나 사
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주체 육성을 꾀하고 있지만, 혁신 역량을 갖춘 주
체들의 육성은 어려운 실정이다.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 과제 수행 특성에서 도시와 농촌
간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연구비 투입
규모가 작으며, 연구 기간 또한 상대적으로 짧은 소형 연구과제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주체 측면에서도
농촌 정주환경 개선 연구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다양성이 부족하며, 지역적
으로 편중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촌 사회적 혁신정책 추진체계 및 국가 연구개발 과제 수행 특성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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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농촌 사회적 혁신 활성화를 위한 제약요인을 확인하였다. 첫째, 농촌 정
주환경 개선을 위한 혁신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 계획 체계의 미비이
다. 농식품 분야의 과학기술계획에서 농촌 정주환경 개선이나 주민 삶의
질 개선에 관한 연구개발 부문이 부재하며, 농촌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에서 혁신정책 수단을 다루고 있지 않다. 둘째, 농촌 정주환경 개
선을 위한 혁신 활동 부문의 재정 투입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
고 있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에서 농식품부 및 농진청
관련 연구개발은 재난안전, 식품안전 등의 영역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타
부처 대비 투입액 또한 낮다. 셋째, 농촌 정주환경에 관심을 가지는 혁신주
체의 다양성과 혁신주체 간 협력이 부족하다. 농촌 정주환경 관련 연구개
발 과제 또한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수행되는 특징을 보이지만, 지나치게
농정 관련 혁신기관의 비중이 높아 대학, 기타 출연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
체의 참여가 부족한 실정이다. 넷째, 혁신주체의 지역적 분포가 편중되어
있어, 농촌의 다양한 수요를 발굴하고 사회적 혁신을 수행하기 위한 지역
연구개발 주체의 저변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농촌 정주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기술혁신을 통해 대응이 가능한 사회적
혁신 수요를 파악하고, 혁신활동을 촉진하는 데 있어 앞서 밝힌 제약요인
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았다. 농촌 교육 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도·
농 간 학력 격차, 교사 농촌 근무 기피, 교사 부족에 따른 교육과정의 다양
성 부족,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들이 사회적 혁신을 통해 대응 가능한
수요로 조사되었다. 농촌 주택·에너지 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냉난방 효
율성 개선, 노후 불량주택 개량, 공·폐가 증가 등의 문제가 제시되었으며,
농촌 교통 여건과 관련하여 대중교통 여건 개선, 노인교통 사망률 증가, 열
악한 도로 여건 등의 문제가 기술혁신을 통해 대응 가능한 이슈로 조사되
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보건의료 여건 및 주민 건강보호 미흡이 환
경·경관과 관련해서는 폐기물 처리 미흡 및 하수 처리 미흡이 그리고 안전
과 관련해서는 재해 대비 부족 및 생활 안전 인프라 부족이 사회적 혁신을
통해 대응 가능한 이슈로 나타났다.
각각의 사회적 수요에 대해 기술 접근 방식의 특성, 활용 기술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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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담당 주체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유형화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미래
신기술 개발을 통해 농촌 정주여건의 근본적 개선을 꾀하는 방식으로, 국
가 연구개발 사업 등을 통해 중장기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혁신을 추진해야
하는 영역이다. 하지만 현재, 국가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있어 농촌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 및 정책 추진체계가 미비한 것
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지역별로 다양한 문제 해
결을 위해 사회적 혁신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한 문제들이다. 농촌 지역
의 교통안전 개선 등 사회적 혁신 수요조사 결과 지역 단위 사회적 혁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 수요들이 이에 해당한다. 하
지만 현재 지역 연구개발 및 혁신주체의 저변이 부족한 것이 지역의 혁신
활동을 촉진하는 데 있어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세 번째 유형은 기술을
보유한 사회적 혁신주체의 육성을 통해 대응이 가능한 수요들이다. 농촌
에너지 절감 주택 등은 주택의 개량, 신축 관련하여 기술을 보유한 민간
업체의 활동이 중요하다. 하지만 관련 주체들은 대도시, 수도권 중심으로
집적하고 있어, 농촌 지역의 주택, 난방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보급 및 주
택의 개량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마지막 유형은 생활기술
의 보급을 통해 주민 스스로 대응이 가능한 문제들이 해당한다. 농촌 지역
은 도시가스 보급이 미비하여 도시 지역에 비해 단위열량당 난방비용이 높
을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난로 제작 등의 생활 기술 보급을 통해 농
촌 지역의 난방 문제에 대한 부분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생활기술
을 보급하고 확산하기 위한 주체 및 관련 사업이 부족한 실정이다.

2. 결론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혁신정책 추진 여건, 제약요인, 사회적 혁신
수요 및 수요 유형별 특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다. 정책과제는 농업·농촌 과학기술 추진체계 정비,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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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혁신을 위한 부처 간 협업체계 강화, 농촌 사회적 혁신주체 육성, 사회
적 혁신 프로그램 도입, 지역단위 혁신네트워크 강화로 구분하였다.
첫째, 정책 추진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농촌 정주환경 개선 혁신정책 추
진의 근거가 되는 농업·농촌 과학기술 기본계획 및 농촌 정주환경 관련 기
본계획의 개편을 통해 사회적 혁신정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하다. 이와 더불어 기존 농촌 개발 및 삶의 질 향상 정책에 정주여건 개선
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 등의 혁신정책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적 혁신의 경우 수요 부문과 과학기술 부문 간의 협력이 중요
한 만큼, 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농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체계를 통해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부처 간 협력체계의 기
초는 구축되어 있다. 삶의 질 정책 추진체계 및 관련 장치를 활용하여 농
촌 사회적 혁신 활성화를 위한 부처 간 협력을 촉진하고 제반 사업을 추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촌 사회적 혁신 수요 DB를 구축하고 체계화함으
로써, 관련 전문가 및 담당자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농촌에 우호적인 사회적 혁신주체 육성이 필요하다. 농촌 공동체
회사 육성 사업을 통해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소셜 벤처 등의 주체를
육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귀농·귀촌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주체 육성 사업의 추진도 필요하다.
넷째, 농촌 정주환경 개선 연구개발 및 적정기술 보급의 사회혁신 프로
그램을 추진해야 한다. 정주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다양한 층위의 연구개발
및 서비스 실증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응한 실증 연구개
발의 추진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적정기술 개발·보급 등의 사업이 필요
하다.
마지막으로 지역 단위의 사회적 혁신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수요자 중
심의 혁신 플랫폼인 리빙랩 모델을 농촌개발정책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지역 차원의 사회적 수요 발굴과 체계화,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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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1

농촌 정주환경 개선 방안에 관한 혁신정책 수요조사 (전문가용)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사
회적 혁신정책 추진 방안』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우리 농촌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하여 기술, 지식 기반의 대응
방안과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자 각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응답 내용은 농촌 정주여건과 관련한 혁신정책 추진
방안을 위해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오니 성실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아울러 응답해 주시는 개인정보는 본 연구 목적에만 사용될 것이며, 법률
제11690호 개인정보보호법 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의거 보호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의거 조사 종료 후 파기되오니 안심
하시고 원활한 연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문항을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기
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9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문의처] 정도채 부연구위원(061-820-2107 dcchung@krei.re.kr)

※ 인적사항
성명 :

연락처 :

소속기관 :

전문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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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귀하의 전문분야와 관련하여 시급하게 해결이
필요한 농촌 문제는 무엇입니까?
▴ 문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 제시한 농촌 정주여건 관련 문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 제시한 농촌 문제의 원인을 기술, 법, 제도, 이해관계, 교육·문화적 측면 중 관련 있는 내용
에 대하여 작성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제시한 농촌 문제가 현재의 정책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3. 2에서 제시한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혁신 활동에 대
해 아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 혁신 활동의 내용(기술 개발, 기술 확산·보급, 적정기술 개발, 정책 추진체계 개선,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법·제도 개선 등)
▴ 혁신 활동의 주체

4. 2에서 제시한 농촌 문제에 대해 새로운 기술 혹은 지식을 활용한 해결방
안은 무엇입니까?
▴ 해당사항에 체크 표시해주세요 (여러 개 선택 가능)
□ (신, 원천)기술 개발

□ 기존 기술의 변용

□ 기술의 확산

□ 적정기술의 보급

□ 전문 인력 양성 □ 법, 제도 개선 □ 재정 투입 확대 □ 이해관계 조정 □ 인프라 조성
□ 정책 추진체계 개선 □ 새로운 서비스 제공(서비스혁신) □ 기 타(

)

▴ 해결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 지자체, 주민, 대학, 연구기관, 지원기관, 지역기반 조직 등)
▴ 해결 수단 및 수행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떻게, 언제, 무엇을, 필요 R&D 혹은 기술 분야 등)
▴ 수혜 대상은 누구입니까? (누구를 위해)
▴ 기타 사항 (자유롭게 작성)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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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시한 농촌 문제 해결방안 실행을 위해 필요한 혁신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시한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활동의 효과적인 형태를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

(ex 국가 연구개발, 연구자 중심의 소규모 R&D, 지역 수요 발굴을 통항 R&D, 주민 참여형 R&D,
리빙랩, 제도 및 추진체계 혁신 등)
▴ 필요한 혁신 활동을 수행할 수 있거나 수행해야하는 기관을 말씀해 주십시오.
▴ 3에서 응답하셨던 기존 혁신활동의 문제점, 한계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혁신 성과물의 확산 및 유지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 재화 및 서비스 확산·유지 방안 선택 (여러 개 선택 가능)
□ 일반시장 □ 공공구매 □ 비영리단체와 협력 □ 기타 (

)

▵ 혁신 성과물의 확산 과정, 유지 방안 등을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 문제 해결에 필요한 혁신활동의 성과물이 나오기까지의 예상 소요기간 및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
까?
▵소요기간 선택
□ 단기: 1년 미만 □ 단기: 1~5년 □ 중기: 5~10년 □ 장기: 10년 이상
▵예산
□ 1억 미만 □ 1~5억 □ 5~10억 □ 10~50억 □ 50~100억 □ 100억 이상
▴ 말씀하진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 활동의 담당 중앙부처 및 담당부서 혹은 우담당 기관은 어
디입니까?

▵ 중앙부처 및 담당부서(복수 응답 가능):
▵ 담당기관(복수 응답 가능):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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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2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이슈리스트 1(교육)
어젠다명: 농촌 학생 수 감소 및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정의
◦농촌 지역 학생 수 감소와 교육 여건 악화
-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 농촌 지역 교사 지원 및 근무 기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 도·농간 학력 격차 증대로 인한 지속적인 학생 이탈

핵심키워드
(국문)

미래 학교, 에듀테크, 디지털 교과서

현황분석
◦ 농촌 지역 학생 수 감소
- 농촌 지역 학령인구 감소

초등 학령인구 (’05) 약 696천 명에서 (’17) 약 466천 명으로 33.11% 감소
중등 학령인구 (’05) 약 283천 명에서 (’17) 약 202천 명으로 25.08% 감소
- 면과 도서 벽지의 학령인구 변화 심각

초등 학령인구 (’05) 약 319천 명에서 (’17) 약 198천 명으로 37.81% 감소
중등 학령인구 (’05) 약 126천 명에서 (’17) 약 83천 명으로 33.97% 감소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따른 농촌 교육 여건 악화
- 일부 학생들의 경우 통학 시간 증가
- 통폐합 권고 기준 강화(’05)
◦도·농 간 학력 격차 증대로 인한 학생 이탈
- 대도시와 읍·면 지역 중학생 우수학력수준 학생 비율 차이 증가

수학과목 (’14) 약 9%에서 (‘15) 약 14%
- 농촌지역의 경우 기초학력수준이나 기초학력미달수준 학생 비율이 높음
- 지속적인 학력격차로 인한 교육 수요자들의 낮은 교육만족도

부록

원인분석
◦ 지속적인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
- 2005년 약 44만명으로 감소, 2065년 26만명까지 감소 예상
◦ 소규모 학교 교육의 질 저하
- 교사 수 부족으로 인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 상치교사 제도 운영에 따른 전문성 부족
◦ 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새로운 문제 발생
- 통학시간 증가로 인한 학교 접근성 악화
- 제한적 통학버스 운영에 따른 방과후 지도 어려움

해결방향
◦ 에듀테크의 적극적 도입과 활용을 통한 교육의 질 개선
- 에듀테크를 통한 개별화된 맞춤형 수업 구현 가능
- 실시간양방향 수업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경험 가능
- 온라인 강의를 통한 교과 선택권 및 교육권 보장
◦ 미래 교실 환경 도입을 통한 교육 혁신 추구
- 토론과 협업이 가능한 교실 환경 마련
- 단순한 학교 통폐합이 아닌 미래 학교로의 학교 환경 재구조화
◦ 온라인 정보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학생 지도 및 관리
- 학습자 관련 모든 정보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축적 및 관리
- 축적된 정보는 교사들의 학생 지도 및 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
- 학생들은 자신의 발달 현황을 확인하고 학습 계획을 자율적으로 세울

수 있음
- 학부모들에게 학생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자녀에 대한 이해

를 도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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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
방향
◦ ALC(Active Classroom Learning)
- 토론과 협력학습 중심 수업을 위한 교실 환경
- 개인 PC, 빔프로젝터, 대형 스크린, 원형 테이블 등을 활용한 수업 환경
◦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의 연합된 수업 방식
- 오프라인 수업에 필요한 지식학습은 온라인 수업이 대체
- 오프라인 수업은 토론이나 질의응답 중심으로 운영
- 미네르바 대학: 가장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미래형 대학으로서 플립러닝

방식을 적극 활용(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던 토론 수업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여 별도의 교실이 없는 점이 특징)
◦ 칸 랩 스쿨, 알트 스쿨, 스티브 잡스 스쿨
- 모든 교육과정에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미래형 학교로 주목
-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의 비중이 큼
- 수업 특징: 무학년제, 문제기반학습, 토론중심수업
- 중앙 관리시스템을 통한 학생 정보의 축적 및 활용
- (한계) 높은 비용으로 인해 학교 시스템의 확산 제약
◦ 디지털 교과서
- 기존의 교과서 내용뿐만 아니라, 증강현실을 활용한 교육 경험의 증대
- 증강현실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실감형 콘텐츠 도입 노력
- 학습자들의 흥미를 증진시키고 교육 내용의 이해를 도움
- 시간이나 거리의 제약으로 인해 부족했던 경험 기회 증진

기대효과
◦농촌 지역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 보장
◦도·농 간 교육 격차 완화
◦농촌 교육 여건의 전반적 개선으로 인한 교육 만족도 증대
◦농촌 학생 수 감소 완화 기대

부록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이슈리스트2 (교육)
어젠다명 : 교사들의 농촌 지역 근무 및 지원 기피
문제정의
◦농촌 지역 교사 근무 및 지원 기피
- 우수 교사 유치의 어려움으로 인한 도·농 간 교육 격차 증대
-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제약
- 교사 수 부족으로 인한 교사 업무 증대
- 교사 부족으로 인한 교육 여건 악화

핵심키워드

MOOC, 에듀테크, 지능형 IoT

현황분석
◦ 농촌 지역 초등 임용 경쟁률 미달
- 2017학년도 임용 경쟁률 미달 지역: 강원, 충남, 충북, 경북, 전남
- 전남을 제외한 4개 지역 4년 연속 임용 경쟁률 미달
- 신임 교원들의 농촌 지역 근무 기피를 보여주는 사례
◦ 농촌 지역 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
- 농촌 지역 근무에 따른 가산점 제도
- 농촌 지역 근무에 따른 인사상 혜택 부여

원인분석
◦ 농촌학교의 소규모화에 따른 교사 업무 부담
- 복식학급 운영으로 인한 교사 업무 증대
- 상치제도 운영 시 수업 운영에 대한 부담
- 과도한 업무로 인한 교과 연구 시간 부족
◦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학생지도의 어려움
- 통학버스 운영 시간으로 인한 방과후 학생 지도 어려움
- 학습 동기가 낮은 학생들 지도의 어려움(우수 인재들의 농촌 이탈)

해결방향
◦ 온라인 공개강좌 플랫폼(MOOC) 활용
-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온라인 공개강좌 플랫폼 구축
- 전국 우수한 교사들의 강의를 콘텐츠화하여 공유
- 온라인 강의를 활용한 상치교사 제도 보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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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효과적 복식학급 운영 가능
◦ 에듀테크를 활용한 강의 시스템
-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통한 시간적·공간적 제약 극복
- 양방향 의사소통 기술을 통한 학생 참여 가능
-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농촌 지역 교사 부담 경감
-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 증진
◦ 미래 교실 환경 도입을 통한 근무 여건 개선
- 미래 교실 환경 구현을 통한 교사 업무 경감
- 교과 연구를 위한 여건 조성 및 교육의 질 개선
◦ IoT를 활용한 교사 업무 환경 개선
- 모든 학습자 정보의 자동 저장 시스템 구축
- 지능형 IoT를 활용한 학생 관리 및 지도의 용이함 증진

기술혁신
방향
◦ IoT 활용의 확대
-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한 곳에 축적
- 수집된 정보를 활용한 빅테이터 분석으로 수요자가 요구하는 정보 제공
- 수동적 정보 제공 환경에서 능동적 정보 제공 환경으로 변화
- IoT와 AI 결합을 통한 미래 상황 및 행동 예측 기능 활성화 예상
◦ 실시간·양방향 온라인 강의 환경 구축
- 일방적 지식 전달의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 양방향 수업으로 변화
- 실시간 온라인 강의 환경 구축으로 거리의 제약이 사라짐
◦ 스티브 잡스 스쿨
- 교사와 학생의 스마트 기기 연동
- 수업에 학생의 적극적 참여 가능한 환경 조성

기대효과
◦농촌지역 학교 교사들의 부담 완화
◦교육 여건 개선에 다른 교수 환경 개선
◦신규 교사들의 근무 희망 가능성 증진
◦학습부진 학생 지도 어려움 개선
◦교사들의 교과 연구 증진을 통한 교육의 질 개선

부록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이슈리스트3 (교통)
어젠다명: 농어촌 지역의 보행환경 개선
문제정의
◦ 보행로 정비 및 시설보급이 낮은 농촌에서 발생하는 문제
- 보행자의 차도통행 , 교통안전성 저하
- 도로 및 보행로의 조명시설 부족 , 야간 교통사고 위험
- 보행활동을 통한 주요 시설 간 접근 과정에서 교통사고 위험 가중

핵심키워드
( 국문 )

농촌 보행환경 , 교통사고 , 보행자 사고

현황분석
◦ 농촌 주민 교통사고 치사율 도시민에 비해 5 배 이상 위험
- 농촌지역 치사율 : 사고 100 건당 6.5 명 ,

도시지역 치사율 : 사고 100 건당 1.2 명
◦ 도로조명시설 미설치 등 교통환경 낙후
- 보행량이 많은 저녁 6~8 시간대 보행사망자 농촌 28.2% 집중 ( 도

시 10.0%), 농번기 농기계를 이용한 귀가 시 차대 농기계 사망
사고 연평균 21.6 건 발생
- 농촌에서 보행사고 사망자의 80.5% 가 50 세 이상의 중장년층 및

노인
- 야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체 사망자의 53%, 이 중 47% 가

지방부 도로 (90% 가 무조명 구간 ) 에서 발생
◦ 노인보행자 횡단 중 교통사고 위험
-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중 도로횡단 중 75.3% 발생
◦ 농어업인의 개인 부담 의료비 가중
- 직종별 , 지역별 개인 부담 의료비의 편중성 발생 , 전문직종 개인

부담 30 만 원 , 농어업인종사자 100 만 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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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원인분석
◦ 도시 지역 거지주가 업무 , 여가 등 통행 시 도로시설이 열악한

타 지역 농어촌 지역에서 사고 위험 높음
- 해당지역 이외 타 지역 교통사고 25.5% 야기 , 관광명소 및 유

원지 위치 농어촌 도로구간 집중 , 도로의 커브 · 곡각도로 등 도
로선형 불량 구간에서 집중
◦ 농촌 교통안전과 부합하지 않은 도로조명시설 설치기준
- 국내 도로 조명 기준 (KS A 3701: 2007)은 도로 및 교통의 종

류 , 교통량에 따른 도로 조명 등급 (M1~M5) 을 규정 , 교통량이
한산한 농촌 지역은 도로 조명 설치 범위에서 배제
해결방향
◦ 교통안전 향상을 보행환경 여건 개선 투자
- 보행로 및 노견 ( 갓길 )조차 설치되지 않은 지방부 도로의 보행시

설 정비 , 노인 보호 시스템 확보 . 노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을 노
인보호구역 ( 실버존 ) 으로 지정하고 도로안전시설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 조치가 필요
- 보차도 미구분 도로에 대해서는 일정 구간 ｢ 보행자 우선도로 ｣

지정 , 마을 진출입로 및 통과 도로구간에 안전펜스 , 보도 설치
등 보행안전시설을 확대
◦ 저비용 대체 조명시설 보급
- 곡선부 및 경사구간 등 시야장애구간을 중심으로 태양광 , LED

조명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확대 설치
기술혁신
방향
◦ 안전도 향상 보행환경 개선 기술 개발
- 보도 미설치 위험구간 자체 전력 공급 조명시설 개발
- 보행로 및 횡단구간 저비용 시인성 증진 시설 개발
◦ 연구개발 및 정책 동향
* 사람 중심의 국토교통 기술 개발
- 국민의 안전이나 복지 개선 등 체감도가 높은 공공기술을 중심

으로 우선투자

부록

- 제 8 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17~’21) 수립 (`16.2, 국토부 ) 후 안

전한 교통인프라 , 교통약자 보호구역사업 추진 강화
- 교통안전 시범도시 지정 ( 부산시 사상구 , 군산시 ) 을 통한 교통안

전개선사업 유도 및 교통안전 특별조사 ( 매년 4 개지자체 선정 )
지속 시행
- 국토부 및 교육부는 차로폭 축소 , 굴절차선 , 고원식 횡단보도

등 차량속도 저감 유도 기법 등 도입으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
한 교통안전 종합대책 발표 (`18.1)
- 서울시 보행친화도시 전환 정책 발표 (‘15.5)
* 도로안전시설
-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행안부 ) 일환으로 지역생활권 도로 주

변 교통안전시설 확충 정부 예산 반영 (‘18.9)
- 무조명 도로구간 조명시설 확대 설치를 위한 ‘야간 운전자 시인

성 확보 기술 개발 ( 건기연 )’(‘14~’17) 연구 수행 및 확대 계획
- 도로교통공단은 장애인 , 어린이 및 고령보행자 교통안전 정책

및 기술 개발 및 성과 공유 (‘18.9)
* 노인 보행안전
- 차량 및 고령자 등의 상충위험 감지 및 경고 제공 ,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기술 개발 (국토교통진흥원 , 연구 수행 중 )
- 지능형 횡단보도 보행안전 시스템 적용 (부여군 , 천안시 등 )

기대효과
◦ 농촌 주민 교통안전 강화
◦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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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이슈리스트4 (교통)
어젠다명 : 농어촌 지역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문제정의
◦ 농어촌 대중교통 (버스 ) 공급 및 서비스 질 하락으로 나타나는
문제
-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및 만족도 감소
- 대중교통 대체 교통수단 의존도 심화
- 노인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핵심키워드

농촌 대중교통 , 수요기반 자율주행버스

현황분석
◦ 농촌 대중교통 운영 악화로 인한 이용자 불편
- 교통 미달 지역 비율 : 도시 ( 동 ) 2.3%( 시간당 2 회 ), 농어촌 ( 리 )
54.0%(1 일 10 회 미만 )
◦ 도 · 농 간 대중교통 공정성 차이 지속
- 대도시권 버스 재정비율 62.5%, 지방권 37.5% 로 국고 재정지원
차이 발생 , 농촌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기회 축소 , 개인교통 의
존도 심화
- 특별교통수단 60% 수도권 집중 , 고령자 지하철 무료 탑승 등
도시권 위주의 불공정성 상존
◦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등으로 극히 일부 마을에 서비스 제공 가능
- 전남 해남군의 경우 228 백만 원의 예산 (`17 년 )으로 514 개 행정
리 가운데 41 개 행정리에 서비스 제공 , 마을 내에서도 서비스
대상자는 소수

원인분석
◦ 이용수요 감소에 따른 운영수지 악화 , 버스 서비스 질 하락
- 농어촌버스 이용수요 22.1% 감소 (‘90→’15)
- 농촌 대체 교통수단 증가 ( 자가용이용자 70%)
- 장거리 노선 과다 , 배차간격이 긴 노선체계 , 버스정류장 접근시
간 과다로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수송경쟁력 악화
- 운송사업 비용구조는 인건비 및 연료비가 60~70% 수준으로 국
제유가 등 제반비용 상승에 따른 경영 애로 작용

부록

해결방향
◦ 해당 지역 특성에 맞는 버스 운영체제 마련
- 이용수요 및 주요 이용 노선 분석을 통한 대중교통 운영 체계

개편
- 기술 및 사회적 변화에 따른 효율적 교통 서비스 도입
◦ 수요기반 자율주행 대중교통 기술 도입
- 기존의 버스 서비스가 지니고 있는 운영상의 시간적 공간적 문

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수요기반 대중교통체계 도입
- 농어촌 주민 특성을 고려한 이동수단 외 의료 · 복지 종합서비스

와 결합한 이동기술 개발
기술혁신
방향
◦ 자율주행 대중교통 운행환경 조성
- 자율주행 대중교통 플랫폼 , 관제 기술 개발
- 농촌형 수요기반 이동 경로 기술 개발
◦ 연구개발 및 정책 동향
* 자율주행 AI 운전능력평가 및 차량기술
- 국내외에서는 자율주행 관련 기술 개발 및 안전성 검증을 위하

여 특정 시설 내 모의실험환경 (test-bed) 을 구축하여 운영 , ( 국
외 ) 미국의 M-City, 중국의 Nice City, 일본의 JARI 등 , (국내 )
자율주행차 전용 실험도시 (K-City)
- 국토교통부 자동차 관리법 개정 (‘16.2.)을 통하여 자율주행 자동

차의 정의를 신설하고 시험 · 연구 목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임시운행허가 제도 마련
- 한국교통대학교 자율주행 셔틀버스 개발 및 운행 (‘17),
- 45 인승 대형버스 (KT) 자율주행운행 허가 국내 최초 취득 (‘17)
* 자율주행 대중교통 실증 연구
- 국토교통부 수요기반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시스템 실증 연

구 (’18~21’)‘ 및 ‘차량 · 사물통신 (V2X) 기반 화물차 군집주행 운
영기술 개발 (’18~‘21) 연구개발 착수
- 신호등 · 횡단보도 · 보행자 등을 인식할 수 있고 안전한 승하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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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소형 · 중대형 자율주행 버스를 제작
- 서울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개발 11 인승 자율주행버스 시범

운행 ( 판교 5.5km)(‘18)
* 자율주행 교통시스템 정책
- 국토교통부 관계부처 합동 2020년 자율주행차 사용화 정책 수립(‘15)
- (미국 )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 발표 , 해당 전략의
9 개 중점 육성 사업으로 ICT 융합 자율주행 연구 지원
- ( 일본 ) 경제산업성 · 국토교통성 · 자동차공업협회 등이 중심이 되

어 ｢ 자율주행사업화 검토회 ｣ 를 출범 , 자율주행자동차 시대 대
응방안 발표
기대효과
◦ 농촌 이용자 및 운행특성을 고려한 대중교통 체계 개편
◦ 교통사고 감소와 이동 효율성 증대 ,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지원
◦ 노인 , 장애인 등 교통약자 능력 보완 등 삶의 질 개선 기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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