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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농어촌 영향평가 제도’*는 우리나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농어

촌 지역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지 점검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조치하는 정

책 조정 제도를 일컫는다. 농어촌 지역은 도시에 비해 교통 접근성이 열악하

고, 정책의 수혜자가 도시에 비해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 추

진되는 다양한 정책들이 충분한 효과를 얻지 못하게 마련이다. 게다가 농어

촌 지역은 농업을 비롯한 경제활동 특성상 여성 혹은 고령 종사자가 다수이

고 계절노동이 빈번하지만, 고용·복지·문화 등 다양한 부문의 정책들이 농어

촌 지역과 주민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추진되는 형편이다. 이에 ‘농어업

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가 매년 시의성 있는 정책 현안

을 선정하고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농어촌 지역에 대한 정책의 효과성 및 효

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계획기간 제2차(2011~2014년) 제3차(2015~2017년)

내용

▪자체평가 및 전문영향평가 도입

  - 연구 과제로 전문평가 수행(KREI)

  - 영향평가 전문평가 수행 과제

  (`11) 방과후학교 운영, 여성경제활동 확대

  (`12) 평생교육진흥, 응급의료

  (`13) 에너지 복지, 정신보건센터, 이주여성긴급

지원센터, 주택바우처

  (`14) 장애인복지, 폐기물 관리 

▪시의성을 중시한 이슈리포트 발간

  - 농어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정책, 사업에 

대한 이슈리포트 작성(5건)

▪사전영향평가제도 도입 검토

  - 삶의 질 위원회 연동, 영향평가 제도화 등 정

책 환류 체계 포함

한계
▪정책 현안에 대한 시의적 평가 한계

▪부처별 정책 추진 과정과 연계 부족
▪이슈리포트 발간 외 영향평가 미 실시

<표 1-1> 삶의 질 기본계획 기간 중 농어촌 영향평가 제도 추진 경과

* 앞으로 ‘농어촌 영향평가 제도’를 영향평가라 한다.

** 앞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삶의 질 위원회’라 한다.



6

그러나 현재의 영향평가는 평가시기 상의 문제로 농어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현안에 대한 시의성 있는 평가가 어렵다.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

서 추진되는 농어촌 대상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이 농어촌 인지적 관점에

서 추진되도록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5년 이

후, 삶의 질 위원회가 실제 개최되지 못하여 정책 현안을 선정하여 평가하는 

제도적 절차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였으며, 관계 부처의 관심을 환기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정책환류체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전문지원기관은 2017년, ‘농어촌 영향평가지침’*을 제정하

여, 평가의 주체 및 대상,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영향평가를 제도화하기 위

한 지침을 마련했다. 영향평가의 주체는 삶의 질 위원회가 주관하여 전문지

원기관 및 관련 분야 연구자로 설정하였으며, 평가의 대상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에 포함되거나 농어촌서비스기준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책 외에도, 중앙정부 부처의 주요 정책 및 사업을 대상

으로 한다. 매년 이루어지는 영향평가의 수행 절차는 다음 그림1과 같다.

➀ 과제 발굴 ◦전문지원기관 및 위원회 위원을 통한 과제 발굴

⇩

➁ 실무위원회 심의 ◦후보 과제 중 2~5개의 대상 과제 선정

⇩

➂ 본위원회 심의 ◦영향평가 시행계획 심의 승인(상반기)

⇩

➃ 영향평가 수행 ◦전문 연구진의 공동조사 및 평가 수행

⇩

➄ 위원회 결과보고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사항 보고(하반기)

⇩

⑥ 위원회 후속조치 심의 ◦후속 조치사항(정책 개선 과제) 이행 심의(차년도 상반기)

<그림 1-1> 농어촌 영향평가지침에 따른 수행 절차

* ‘농어촌 영향평가 운용지침’은 본 보고서의 부록으로 제시한다.

** 앞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을 ‘시행계획’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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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영향평가지침은 우선, 삶의 질 위원회가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과제에 대한 심의·승인 절차를 매년 실시하여 영향평가의 결과와 정책 개선

에 대한 환류방안을 논의하여 정책 반영도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

되었다. 이와 더불어, 관계 부처가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에 대해 삶의 

질 실무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참여하여 정책 개선안을 논의하고 후속 조치

를 마련하는 절차를 준수하고 의무화하도록 한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영향평가의 취지에 따라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

책 이슈를 제기하고자 한다. 현재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 여건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정책 현안이 되는 이슈를 발굴·제시하여, 삶의 질 위원회가 정책

적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해당 주제가 제시된 농어촌 지

역의 맥락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도록 돕기 위함이다. 

이 보고서에서 제기하고자 하는 농어촌 지역의 정책 이슈는 주거, 교통, 

교육 부문이다. 첫째, 주거 부문의 정책 이슈으로서, 노후주택의 정비·수선 

및 단열·난방비 열악성, 슬레이트 지붕 등 유해재질 사용, 농촌 공폐가 등 도

시에 비해 크게 열악한 농촌주택의 주거 실태를 제시하고, 농촌형 주거기준 

제정 및  농촌 주거 정책의 체계적 수립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둘째, 교통 부

문의 정책 이슈는 최근 주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라 농어촌 버스의 노선 및 

운행휫수 축소 등 농어촌 교통 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주민 주도형 교통복지 서비스 활성화를 제시한다. 셋째, 교육 

부문에서는 농어촌 학교의 소규모화의 심화 상황에서, 교육부의 농어촌 학

교 통폐합 정책이 농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농어촌 학교 활

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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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슈1. 농어촌 지역의 주거 환경 정비는 왜 
어려울까?

2.1 배경 및 현황

농촌 지역에서 이촌·탈농으로 대표되는 장기간의 사회적, 인구학적 변화

는 농촌의 주거 여건을 크게 바꾸어놓았다. 농촌 지역이 과소화되면서 농촌 

주택 중에서 상당수는 노후화되거나 공폐가로 변했으며, 주민들이 고령화되

면서 노인을 비롯한 주거 약자의 이동과 생활 편의를 고려하는 주거 수요 또

한 늘었다. 게다가, 농어촌의 주거 수준은 도시보다 열악하지만, 노후주택에 

대한 관리와 수선, 난방 문제 등 감내해야 하는 노력과 비용은 증가하고 있

다. 농촌 주거 개선을 위한 정책의 체계적 수립과 지역사회의 협력적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농어촌의 주거 현황을 검토해보고 취약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 주거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2.1.1. 최근 농촌의 주거 양상 

우리나라의 주택 수는 전국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인구의 지속적 

증가, 핵가족화, 1인 가구화가 가속화되면서 전체 가구 수가 빠르게 증가했

기 때문이다. 1975년 473만 4,169호였던 전국 주택 수는 2015년 1,529만 8,087

호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도시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도시 지역에 

해당하는 동 지역의 주택 수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농어촌 지역의 중심지 기

능을 수행하는 읍 지역도 도시 지역과 마찬가지로 주택 수가 지속적으로 증

가하였다. 반면에 면 지역은 주택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9

행정구역별 1975년 1985년 1995년 2005년 2015년

전국 4,734,169 6,104,210 9,204,929 12,494,827 15,298,087

동부 1,809,410 3,349,327 6,562,695 9,577,255 12,116,105

읍부 528,163 796,855 851,456 1,197,599 1,472,965

면부 2,396,596 1,958,028 1,790,778 1,719,973 1,709,017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행정구역별 전체 주택 수 대비 거처종류별 주택 수의 비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연도.

<표 2-1> 전국 주택 수 변화 추이(1975-2015년)

단위: 호

주택의 유형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전국 어디에서나 단독주택이 가장 많았

다. 하지만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많은 단독주택이 아파트로 대체되면서 

단독주택 수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1985년의 전체 주택 수에서 단독주택 

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77.3.%였지만 점차 감소하여 2017년에는 23%까지 떨

어졌다. 도시 지역의 단독주택 수는 꾸준히 감소해 2017년에는 도시 주택 수에

서 단독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15%에 불과했다. 농어촌의 읍 지역에서도 

단독주택 비율은 33.2%까지 감소했다. 그렇지만 면 지역은 여전히 단독주택이 

75.8%(2017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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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동 읍 면

단독주택

1985년
4,719,464

(77.3)

2,137,157

(63.8)

694,866

(87.2)

1,887,441

(96.4)

2017년
3,653,375

(23.0)

1,793,220

(14.3)

518,665

(33.2)

1,341,490

(75.8)

아파트

1985년
821,606

(13.5)

765,289

(22.8)

25,680

(3.2)

30,6371

(1.6)

2017년
9,705,743

(61.2)

8,530,084

(68.1)

851,392

(54.5)

324,267

(18.3)

연립주택

1985년
349,985

(5.7)

293,189

(8.8)

41,055

(5.2)

15,741

(0.8)

2017년
438,242

(2.8)

355,641

(2.8)

58,215

(3.7)

24,386

(1.4)

다세대주택

1985년 - - - -

2017년
1,867,719

(11.8)

1,707,366

(13.6)

108,137

(6.9)

52,216

(3.0)

비주거용주택

1985년
213,155

(3.5)

153,692

(4.6)

35,254

(4.4)

24,209

(1.2)

2017년
192,787

(1.2)

139,853

(1.1)

25,274

(1.6)

27,660

(1.6)

<표 2-2> 주택 유형변화(1985년-2017년)

단위: 호,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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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요 이슈

2.2.1. 주거 약자를 고려한 주택 환경

농촌은 이미 65세 주민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

입했다. 농촌의 가구 구조도 노인 위주의 1~2인 가구로 재편되고 있다. 2015

년 면 지역의 노인 독거가구 비율은 15.5%에 달하였다. 농가 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67세로서, 전체 농가의 41.5%(43만6천 가구)가 70세 이상이며 60대가 

31.6%(32만9천 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거동의 불편함을 가

장 많이 느끼는 곳이 주택이 되고 있다. 농촌에서 일반적으로 건축된 한옥형 

주택 구조는 2~3단의 기단 위에 본채가 건축되는 등 신체 기능이 저하된 노

인들이 이동하거나 생활하는 데 다소 불편하게 설계되어 있다. 또한, 1950년

대를 전후로 건축된 일자형 본채를 가진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툇마루를 중

심으로 방과 방, 부엌이 연결되어 주택에 출입하거나, 주택 내부를 자유롭게 

이동하기 어렵다. 농어촌 주택에는 여전히 재래식 부엌과 화장실을 사용하

거나, 목욕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주택이 도시에 비해 많다. 신체 기능이 저

하된 노인들이 휠체어, 워커 등 보행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주택으로 진입하

거나, 주택 내부에서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주택 내 환경 개선 방안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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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출입구의 단차로 노인 이동이 불편한 주택

구분 계
부엌 화장실

입식 재래식 없음 수세식 재래식 없음

전체 382,217 378,748
3,223

(0.8%)
246 373,966

8,227

(2.2%)
24

동부 273,750 272,240
1,322

(0.5%)
188 271,516

2,219

(0.8%)
15

읍부 31,507 31,250
248

(0.8%)
9 30,837

668

(2.1%)
2

면부 76,960 75,258
1,653

(2.1%)
49 71,613

5,340

(6.9%)
7

구분 계
목욕시설 수도시설

있음 없음 상수도 간이 수도 전용 수도 없음

전체 382,217 373,165
9,052

(2.4%)
347,902

24,993

(6.5%)

5,868

(1.5%)

3,454

(0.9%)

동부 273,750 269,857
3,893

(1.4%)
271,841

737

(1.4%)

881

(0.3%)

291

(0.1%)

읍부 31,507 30,785
722

(2.3%)
29,485

1,292

(4.1%)

443

(1.4%)

287

(0.9%)

면부 76,960 72,523
4,437

(5.8%)
46,576

22,964

(29.8%)

4,544

(5.9%)

2,876

(3.7%)

<표 2-3> 주택 시설(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수도시설) 현황(2015년)

단위: 호, %

자료: 인구주택총조사(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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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농촌 노후주택의 구조체 훼손 문제

농촌에는 도시에 비해 건축된 지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 비율이 높으

며(29.6%), 특히 면 지역의 노후주택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읍: 19%, 면: 

37%), 노후주택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1970년대 이전에 지어진 주택 

중 대다수(60년대 이전 주택 87%, 70년대 주택 91%)는 주택을 수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주택들 중 상당수는 구조 및 성능, 환경 기준에 있어 문제가 제기된

다. 과거에 지어진 농촌 주택 중 상당수가 구조체 불량 및 주요 기능 훼손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대부분 과거에 목구조 흙집 혹은 조적식으로 건축된 

농촌 주택은 애초에 주택을 지탱할만한 구조체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도 많

으며, 내구연한이 지남에 따라 벽체가 기울어지거나 무너지는 등 안전에 문

제가 발생하고 있다. 주민들은 외벽에 시멘트를 덧바르거나, 별도의 기둥을 

보강하는 등 임시방편으로 조치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마

련될 필요가 있다. 

전체 주택 수 2010년 이후 2000-2009년 1990-1999년 1980-1989년 1979년 이전

전국 17,122,573
3,443,597

(20.1)

4,628,514

(27.0)

5,492,947

(32.1)

1,956,847

(11.4)

1,600,668

(9.3)

동부 13,307,911
2,626,470

(19.7)

3,774,087

(28.4)

4,480,149

(33.7)

1,671,476

(12.6)

755,729

(5.7)

읍부 1,749,920
412,660

(23.6)

483,711

(27.6)

506,013

(28.9)

130,105

(7.4)

217,431

(12.4)

면부 2,064,742
404,467

(19.6)

370,716

(18.0)

506,785

(24.5)

155,266

(7.5)

627,508

(30.4)

자료: 인구주택총조사(2017)

<표 2-4> 건축 연도별 주택 수(2017)

단위: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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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채 목구조의 변형 외벽에 시멘트 보강 흙집 벽체의 훼손

<그림 2-2> 주택 구조체의 훼손이나 변형

2.2.3. 농촌 주택에 여전히 사용되는 유해 건축자재

농촌 주택에는 여전히 석면 재질 등 인체에 유해한 건축자재가 남아있다. 

과거 지어진 농촌 주택은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 지붕재를 기와나 초가에서 

슬레이트, 함석으로 교체해왔다. 1970~80년대 새마을운동 무렵에 초가지붕

을 슬레이트 지붕으로 교체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

면 재질의 유해성 문제가 제기된 이후 정부 주도로 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

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농촌 주택 중에서 본채 지붕은 다른 재질로 교체되었

으나, 창고와 별채, 옥외 화장실 등 별도 건축물은 여전히 슬레이트 지붕 등 

유해한 건축재들이 상당히 남아 있어 농촌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구분 슬레이트 기와 슬래브 함석 기타

합계 14.6 13.2 43.1 24.5 4.5

읍/면
읍 14.7 10.5 47.7 23.9 3.3

면 14.6 14.1 41.6 24.7 5.0

주택의 건축 

및 신축년도

1960년대 이전 32.9 13.2 9.0 41.7 3.2

1970년대 19.2 23.0 25.0 31.4 1.3

1980년대 20.9 17.9 36.6 22.0 2.6

1990년대 이후 5.6 9.9 59.7 18.5 6.2

자료: 농어업인복지실태조사(2017)

<표 2-5> 지붕의 주된 재료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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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 부속채의 슬레이트 지붕
슬레이트를 유지한 채 

추가로 기와를 올린 주택

본채는 함석지붕이지만, 부속채는 

슬레이트 지붕이 잔존하는 주택

<그림 2-3> 유해한 건축자재를 사용한 농촌 주택 

2.2.4. 농촌 주택에서 부담스러운 난방비와 부족한 단열 성능

농촌 주민들은 난방에너지 부담과 주택의 단열 성능 저하로 인해 난방문

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촌 난방시설은 가스보일러보다는 기름보일러의 

사용 비중이 높다. 유류 등 연료비가 인상되면서 농촌 주택에서 난방비가 생

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도시보다 높다. 농촌 주택의 난방 비용을 줄이려

면 난방연료 공급 인프라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주택의 단열성능 문제도 시급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농촌 

주택은 벽체에 단열 처리를 하지 않았거나 단열재를 사용했더라도 기간이 

경과하여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농촌 주택 중 오래된 건축

물일수록 단열기능이 미비하다. 단열재가 없는 흙집으로 지었거나, 얇은 샌

드위치 판넬 등이 많이 사용되었다. 단열재가 들어갔더라도 단열재의 성능 

또한 건축 연한에 따라 감소한다. 최근 완공된 주택의 경우 단열 성능 개선

을 위해 시스템 창호를 설치하거나 내외 단열재 사용 등으로 난방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다수 농촌의 노후주택은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단열 성능을 개선시키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이 자구적으로 툇마루

에 외부창호 설치, 창문 교체 등 단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조치들이 

시도되었으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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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농촌 주택의 난방비 부담

구분
중앙

난방

지역

난방

도시

가스

보일러

기름

보일러

화목

보일러

LPG

보일러

전기

보일러

연탄

보일러
기타

읍/면
읍 1.2 11.3 49.6 21.4 2.6 5.4 6.4 1.4 0.7

면 1.6 2.3 16.6 50.0 7.3 2.0 16.8 2.9 0.4

주택 

건축 및 

신축

년도

1960년대 이전 0.6 1.4 70.0 10.8 0.35 10.6 5.7 0.5

1970년대 0.1 2.4 71.2 5.5 0.1 14.9 5.4 0.4

1980년대 0.7 10.6 66.0 4.0 3.1 13.7 1.8 0.2

1990년대 이후 1.8 8.9 41.6 24.5 4.7 4.1 12.2 1.6 0.7

자료: 농촌진흥청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2017)

<표 2-6> 난방시설 유형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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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꾸준히 발생하는 농촌 빈집

농식품부의 빈집실태조사에 의하면, 농촌에 방치된 빈집은 2016년까지 5

만 채 안팎으로 유지되었으나, 2016년 이후 크게 줄어들어 2018년에 3만 9천 

채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농촌에 방치된 빈집(공폐가)은 지역사회에 위생․

안전 문제를 유발하면서, 농촌의 정주환경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빈집 정비 및 재생 사업을 추진해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

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빈집은 개인 소유주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빈집 철거나 정비에 동의를 하지 않은 소유

주들이 많아,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빈집은 늘어가고 있다. 또한 농촌지

역의 독거노인가구 비율은 도시에 비해 높은 편으로 향후 농촌 지역에 빈집

은 꾸준히 발생하리라 예상된다.

<그림 2-5> 연도별 농어촌 지역 빈집 현황 

단위: 동

자료: 농식품부 농촌 빈집실태조사(2018)

최근 농촌 정착을 희망하는 귀농·귀촌인들이 크게 늘면서 쾌적하게 거주

할 수 있는 주택 수요도 늘고 있지만,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주택은 찾기 힘

들다. 과거에 지어진 농촌 주택은 대부분 증개축되거나 리모델링된 적이 없

어, 현대적 생활양식에 적합한 주거공간을 갖추지 못했거나, 주택구조체와 

단열성능 등 주거기능이 기대에 미흡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농촌 빈집의 

정비·개선을 통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주택이 제공되도록 정책

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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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사망 이후 방치된 공가 장기간 방치된 폐가 구조가 심하게 훼손된 폐가

<그림 2-6> 방치된 농촌의 공폐가 

2.3. 사례

▮홍성 얼렁뚝딱 건축협동조합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귀농했는데 왜 집은 건축가에게 맡길까? 빈

집을 구하기 어렵다면 살고자 하는 사람이 집을 짓자.’ 라는 취지로 귀농인

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집짓기 협동조합이다. 조합원들이 생태건축을 배워

가며 집을 짓고 있으며, 집수리가 필요한 주민에게 재료비만 받고 수리를 해

주는 재능기부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농촌에서 구하기 쉬운 짚풀, 흙, 나무 

등 재료를 활용한 생태건축이나, 농촌에 부족한 인력과 비용, 장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벽난로 온돌, 태양열 온풍기 등 적정기술을 활용한 집수리를 

전문적으로 한다.  

▮충북 증평군 죽리마을

죽리마을은 65세 이상 노인이 30%를 넘는 초고령화 마을이다. 마을에는 

노후주택이 65%에 달하였고, 슬레이트 지붕의 주택이 40%가 넘었다. 무엇보

다 공폐가가 점점 늘어났다. 마을 주민들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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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노후주택 개보수, 빈집 철거 등 마을경관가꾸기 활동을 시작했다. 빈

집 소유주를 설득해 공폐가를 철거하거나 개량하여 주차장, 마을 편의공간, 

귀농귀촌인 주택으로 바꾸었다. ‘귀농인의 집’은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에

게 임시주택을 제공하여 농촌에 적응하도록 도왔다. 주민과 빈집 소유주들

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마을경관이 변화되었으며, 점차 관광객과 

귀농·귀촌인들이 찾아오는 곳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가 주관하는 ‘2018년 제1회 농촌

빈집 및 유휴시설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전국 대상을 수상하였다.

<그림 2-7>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전/후)



20

2.4. 시사점

고령화, 과소화, 노후주택과 빈집 증가 등 농촌은 여러 가지 여건 변화로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그렇지만 농촌을 새로운 삶의 정착지로 고려하는 

귀농귀촌인들이 증가하면서, 쾌적하고 안전한 주택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

다. 농촌 주거생활의 열악한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가 계속되고 있다. 

농촌의 열악한 주거 여건을 개선하려는 여러 가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

만, 현장의 체감효과는 높지 않다. 현재 농촌의 주거 실태도 세부적으로 파

악하지 못하고 대응방안도 구체적이지 않다. 농촌의 주거실태에 대한 체계

적인 조사방안을 수립하여, 시급히 대응해야 할 정책적 우선순위를 결정하

고, 구체적인 주거 개선 대책을 마련할 시점이다.

농촌 주택은 노후화되거나 공폐가가 되고 있다. 농촌에서 점차 늘고 있는 

노후 주택과 빈집 문제는 농촌 지역사회에서 주거수준을 저하시키는 중대한 

이슈로 부각된지 오래다. 농촌 주택이 노후화되면서 주택 구조와 성능은 저

하되고 있으며, 농촌 지역에 공폐가가 증가하면서 농촌의 치안과 경관을 크

게 훼손하고 있다.

농촌 주택을 보수하고 개량하는 일은 건장한 신체와 전문적인 기량을 필

요로 한다. 그러나 현재 초고령 세대가 주축이 된 농촌 사회에서 이러한 역

할을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 농촌 지역사회의 주축이 

고령 세대로 바뀌면서 주택을 관리할만한 동기는 줄어들고, 역량은 감소하

고 있다. 

한편, 농촌 주택의 열악한 물리적, 환경적 여건을 개선하는 문제를 지역사

회와 주민이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할 영역으로 남긴 채 방임할 수 없다는 점

도 문제다. 농촌 지역사회에서 주택을 관리할만한 동기와 역량이 감소하면

서, 농촌의 주거 문제 중에서 주거복지의 관점에서 감당해야 할 영역이 넓어

지고 있다. 국가가 농촌 주거 개선을 위한 역할을 구체적인 수준에서 제시하

고 담당하지 않는다면 농촌 주민이 거주하면서 누리는 삶의 질은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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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감소하게 될 것이다.

국가가 국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도록 제정한 최저주거기

준은 도시적 주거양식을 반영하고 도시주택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표로 추진되는 도시 주거 정책

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농촌의 생활환경과 주

거 특성에 의한 농촌 주택의 취약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이를 개선하

기 위한 정책 수단과 연계되지 못하여 농촌 주거 생활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

으로 기여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김승종 외, 2016).

현행 농어촌 서비스기준에서 채택한 ‘주택’ 항목은 국토부에서 제정한 최

저주거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통계조사방식이 변경된 이후 매년 갱신되

지 못하여, 주거 대책을 일관성 있게 수립하기 어렵다. 

부문 핵심 항목 국가최소기준
목표

(’19)
2016 2017

16-17

증감

3.  

정주

생활

기반

7) 주택 주민 누구나 최저 주거기준 이상의 주택에서 거주한다. 95 - - X

8) 상수도
주민 누구나 상수도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다.
82 69.3 71.3 ↗

9) 난방

읍지역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시가스 보급이 어

려운 지역에서는 LPG 소형저장탱크 등 난방비 저감 정책을 

추진한다.

70 57.0 60.0 ↗

10) 대중교통

마을 내에서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대

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준대중교통 프로그램을 도입

한다.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항된다.

100 90.4 88.6 ↘

11) 광대역통합망 농어촌 어디에서나 광대역 통합망을 이용할 수 있다. 90 92.8 96.4 ↗

<표 2-7> 2017년 농어촌 서비스 기준 핵심항목 이행실태 변화(정주생활기반)

단위: %

이와 더불어 노후 주택 및 공폐가 정비, 재활용 등 농촌 주거 실정을 개선

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면 현행 주거실태조사를 보완하는 특수 

목적의 주거실태조사가 필요하다. 현행 조사방식은 노후 주택 및 공폐가, 구

조체 불량, 열악한 환경요소 등 농촌 주거 상황을 파악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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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농촌 주거 현실에 입각한 주요 이슈별 문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

에 대한 개선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라도 농촌형 주거실태조사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앞서 제기된 바와 같이, 농어촌 주민의 주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분명

히 식별하여 기준을 제정해 두지 않으면, 농촌 주거 개선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기 어렵다. 현행 도시주거정책에서 제시된 목적 달성을 위해 설정된 

최저주거기준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어촌 지역의 주택 및 주거 실정을 개선

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확보하려면, 농어촌 주택과 주거의 주

요 이슈들을 도출하고, 세부 문제점이 항목별로 반영된 주거기준을 별도로 

제시해야 한다.

농촌형 주거기준은 농촌의 주거 여건과 실상을 고려하여 농촌 주거 정책

을 구체화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농촌형 주거기준을 통해, 농촌 

주택의 난방, 구조, 안전 등 세분화된 항목별 기준과 달성해야 할 목표를 제

시해야 한다. 시·군 지자체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농촌 지역의 주거 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자율적인 정책실행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

표이기 때문이다.



23

3. 이슈2. 열악한 농촌의 대중교통 여건 내년에 더 

나빠질까?

3.1. 배경 및 주요 쟁점

농어촌 지역의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들은 버스를 이용해 병원을 가거나 

간단히 장을 보는데 보통 반나절이 걸린다.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은 단순

한 이동의 문제가 아니다. 농어촌 주민의 입장에서는 기본적 생활을 유지하

기 위한 이동권의 문제이며, 정부의 입장에서는 의료, 복지, 교육 등 대부분

의 공공서비스의 전달하기 위한 수단의 문제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농어촌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전달을 위해 농촌형 교통모델 등 보완적 교통수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

으며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농촌형 교통모델을 이용하는 주민

들의 외출 횟수가 늘어나고 만족도 또한 매우 높았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

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 2019년부터 주52시간 근로제

가 운수업체에 적용 확대에 따라 농어촌 버스의 노선 수 및 운행횟수가 줄어

드는 등 농어촌의 교통여건이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3.2. 현황 및 검토

▮ 농촌 지역의 열악한 시설 접근성

농어촌 지역에 공공서비스 전달이 어려운 것이 단순히 교통서비스의 문제

는 아니다. 기본적으로 도시보다 동일 면적대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이 

적어 이동해야하는 거리가 멀다. 농어촌 지역 내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이

를 확인하기 위해 보건·복지, 판매, 문화·여가, 생활안전, 금융, 운수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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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주요시설 접근성이 취약한 농어촌지역 <그림 3-2> 중심지에 생활서비스 공급업체가 

있는 읍·면 비율

시설까지의 거리를  확인하여, 거리가 짧은 20%지역은 우수지역으로, 거리

가 먼 20%지역은 취약지역으로 분류하였다. 농촌지역 내에서도 주요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동해야 하는 거리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보건· 복지, 

판매, 문화여가, 생활안전, 금융 및 운수 관련 시설 에 대한 접근성은 접경지

역, 강원· 경북의 산간지역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농어촌 지역에서 주요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점차 악화되는 추세이다. 읍·

면에 위치한 주요 시설이 줄어 보건·복지, 판매 등의 시설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과거

보다 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 특히 면지역의 생활서비스 공급업체의 감소가 두

드러졌다. 

▮ 농어촌 주민의 교통수단

주요시설을 이용하는데 이동해야하는 거리가 멀더라도 교통수단이 충분

하여 이동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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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렇다면 농어촌의 현실은 어떨까? 농어촌의 70대 이상 주민은 대중교통

인 버스를 주로 이용하지만 70대 미만은 승용차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은 대중교통이 이용하기 불편하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데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70대 이상의 고령자들

은 운전 능력이 과거에 비해 떨어지고, 차량을 유지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다. 문제는 승용차와 버스를 이용할 

때, 접근성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고령층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의료기

관으로 이동할 때,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70대 이상의 편도 소요 시간이 

31.2분으로 70대 이하 주민의 17.9분 보다 2배 가까이 오래 소요된다.

<그림 3-3> 농어촌에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그림 3-4> 주요 시설로 이동 시 이용하는 교통수단

▮ 농어촌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여건과 만족도

농촌지역의 대중교통(버스)의 하루 평균 운행 횟수는 6.1회이다. 하루에 버

스 운영 시간이 12시간이라 가정하여도 배차간격은 두 시간에 가깝다. 버스 

정류장까지의 이동, 대기 시간까지 생각하면 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

기는 어렵다. 농촌과 도시 주민 간의 정주만족도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이 대

중교통 편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중교통에 대한 불편은 단순히 

불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농촌을 떠나는 주요 이유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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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도시와 농촌의 주요 생활 만족도 격차 <그림 3-6> 농어촌 주민의 이주의향 이유

▮ 농어촌의 대중교통 서비스 공급 여건

농어촌 주민의 필수적 서비스 이용을 제약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농

어촌의 대중교통 여건은 점차 개선되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기존의 농어촌 

버스, 택시 등의 교통수단으로는 개선이 어려워 보인다. 농어촌 버스 업체 

수는 15년 동안 13%이상 줄었으며, 버스 수 역시 10% 가까이 줄어 농촌 지

역 교통서비스 개선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농어촌 지역 가운데서도 이

동하는 것이 불편한 고령자 비율이 더 높은 지역의 교통여건은 더욱 심각하

다. 500m 안에서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지역의 비율이 71.3%에 이른다. 버

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농촌 주민이 택시를 이용하는 것도 쉽지 않다. 마을에

서 가까운 면 소재지에 택시가 대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택시를 이용할 수 

없거나 높은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구  분 2002년 2008년 2017년

업체 수(개) 99 92 86

버스 수(대) 2,041 1,869 1,842

자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버스통계편람(http://www.bus.or.kr/).

<표 3-1> 연도별 농어촌 버스 업체 및 대수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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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주소지를 둔 택시 수 면의 수(비율)

중심지에 택시가 대기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면

(929면, 전체의 78.5%)

0대 414 (35.0%)

1대 294 (24.8%)

2대 221 (18.7%)

3대 115 (9.7%)

4대 이상 135 (11.4%)

전체 1,179 (100.0%)

자료: 김용욱 외. 2018. 농촌 주민의 교통서비스 이용 여건과 개선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표 3-2> 면 지역 이용가능 택시 수

단위: 면 수, 비율

<그림 3-7> 지역 유형별 대중교통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 비율 

▮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과 효과

열악한 농촌의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차원의 사업이 도입

되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이다.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은 버스회사의 적자노선에 비용이 적게 드

는 ‘작은 버스’를 운행케 하면서 재정을 지원하거나, 이른바 ‘100원 택시’라고 하는 방

식으로, 노선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의 교통약자를 선별해 정해진 횟수만큼 택시

비를 지급하거나(택시 바우처), 농촌 주민 조직이 소형 버스를 스스로 운행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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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농촌형 교통모델의 교통서비스 개선 효과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

다.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결과, 대상 농

촌 마을에서는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시

간과 대기시간은 종전의 1/3 수준으로 

줄어들고 읍·면 소재지까지의 소요시간

도 절반 이하로 줄었다. 대기·이동 시간 

등의 불편사항이 줄어들면서 외출 횟수

와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처럼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이 가

시적 성과를 내고 있지만 대상 지역의 

범위, 수혜자 수 기준으로 볼 때 농어촌 

전반의 교통서비스를 개선하기에는 역

부족이다. 그동안 시범사업의 성격으로 

몇 군데 지자체를 선정하여 운영하던 

사업방식이 바뀌어, 2018년 모든 군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지자체에 국비 5천

만 원을 지원하는 현행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방식으로는 사업 대상 시·군 중 82%가 

수혜 인구 비율이 5% 미만일 정도로 서비스 범위가 제한적이다.

구분 춘천 정선 보성 순천 여수 청주 천안 아산 성주 포항 양평 횡성 해남 전주 임실 봉화 합천 함안

수혜인구

비율
0.2 1.2 1.9 1.2 1.3 1 1.5 1.1 22.2 2.8 3.2 1.5 1.2 - 4.6 11 6.3 1

수혜행정리 

비율
0.5 2.7 7.9 6.3 2.9 4.5 3.6 3.6 17.6 5.8 7.7 2.3 2.3 - 13.7 35 22.5 13.1

주: 수혜 인구 비율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행정리의 인구를 기준으로 산출

자료: 한국산업관계연구원. 2017.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표 3-3> 2017년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수혜비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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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2019년 대중교통 여건 변화와 대응

2019년에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이전 68시간에서 52

시간으로 단축된다. 19년 7월 제도 시행부터 영향을 받는 농어촌 버스를 운영하는 

운수업체는 많지 않지만, 농어촌 버스 운행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이 농촌의 교통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2019년 7

월 적용 이후, 전체 노선버스 업종에서 최소 14,174명에서 최대 20,900명의 운전자

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 교통여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농어촌 

버스의 경우 최소 777명에서 최대 1,691명이 부족하다. 전체 노선버스 업종에서 추

가로 필요한 운전자에 비해 농어촌 버스 운전자 부족은 심각해 보이지 않을 수 있

다. 하지만 현재 농어촌 버스의 운전자는 2,492명이다. 부족한 운전자의 규모가 현

재 운전자에 최소 31.3%에서 최대 68%에 이르러 주52시간 근무제에 대비하지 않는

다면 농어촌 버스의 정상적 운행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단위 : 명, %

구분

대안1

(1일 2교대)

대안2

(혼합근로)

대안3

(탄력근로)

추가

소요

인원

(명)

추가소요비용(억원)
추가

소요

인원

(명)

추가소요비용(억원)
추가

소요

인원

(명)

추가소요비용(억원)

임금

감소분 

제외시

현임금 

수준 

유지시

준공영제 

평균임금 

적용시

임금

감소분 

제외시

현임금 

수준 

유지시

준공영제 

평균임금 

적용시

임금

감소분 

제외시

현임금 

수준 

유지시

준공영제 

평균임금 

적용시

합계 20,900 3,336 10,246 13,433 16,754 3,579 8,141 11,172 14,174 2,435 6,861 9,785

시내 12,000 1,519 5,742 8,102 10,938 2,201 5,241 7,538 10,528 1,999 5,062 7,325

농어촌 1,691 348 740 1,108 1,164 292 511 831 777 144 341 627

시외 6,066 1,252 3,102 3,558 3,978 830 2,001 2,412 2,508 207 1,253 1,624

고속 1,143 216 662 664 674 256 388 390 361 84 206 208

  주 : 현재인원은 1일 2교대 업체 운전자수 제외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버스운송업의 영향분석 및 합리화 방안, 2018. 5

<표 3-4> 노선버스 업종별 추가 소요인원 및 추가비용 예측(2019.7.1. 기준)

또한 현재 농어촌 버스 운전자의 월평균 임금은 307만 원으로, 고속버스 운

전자의 403만 원, 특광역시 시내버스 운전자의 369만 원에 비해 현저히 낮다. 

시내버스, 고속·시외버스 운전자가 부족해지면, 농어촌 버스 운전자가 대도시로 



30

이직하면서 노선의 단축 및 폐지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예로 전남 나

주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버스 노선을 단축하는 등의 영향이 나타기 시작했

다.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 대응 능력 차이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는 

보다 심화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농촌형 교통모델의 군별 지원 

예산을 기존 5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방비까지 고려

하면 82개 군에 약 574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군 지역의 교통서비스 개

선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예산은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운전

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에서 필요한 추가소요비용에 비해 부족하

다 단정할 수 없는 규모이다. 게다가 국토부는 기존의 공공형 택시 사업을 도시

형 교통모델로 확대 개편하여 도·농 복합시의 교통여건을 개선할 예정이며, 충

청남도, 울산광역시 등은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검토 중이며, 강원도의 경우 버

스 공영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교통여건 악화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본다. 핵심은 운전자의 부족을 어

떻게 해결할 것인가와 얼마나 효율적으로 농촌형 교통모델과 같은 정부 사업을 

활용하는가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주도형 교통복지 서비

스 활성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3가지 유형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유형은 ‘읍 면소재지―마을’ 구간에서 일반 주민 단체 운영하는 방식

이다. 노선버스 운행이 부족한 지역에서 마을―읍 면소재지까지 유상 운행하는 

방식으로 유상 운행 자격을 지닌 주민이 참여하는 법인이 운영하는 방식이다. 

한정면허 취득을 전제로 지역농협, 신협, 생협, 신규 협동조합 등 주민이 참여하

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운영주체가 되며 읍 면소재지에서 상업 서비스를 제공

하는 주민 및 단체(상인회, 번영회 등), 농협, 신협 등이 공동출자하여 협동조합

을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유형은 이용자 계층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읍 면 지역에서 유력한 방식이며, 셔틀이나 혼합형 방식이 유리하다. 

소규모 면 단위에서는 콜버스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유형은 ‘벽오지마을’ 주민 자율 운영 방식이다. 원격지 마을 주민이 



31

읍 면소재지까지 이동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차량 운행하는 것이다.  한정면허 

취득을 전제로, 협동조합 등의 법인을 설립하거나 영농조합법인 등 기존 법인

이 운영가능하다. 이용자는 몇몇 마을 주민으로 한정되지만, 주민들에게는 필수

적인 이동권 보장을 목적으로 운행하는 것이며, 셔틀 방식이 유리하다. 강원도 

춘천시 조교리 마을버스가 대표적 사례로 오지 마을인 조교리 주민이 참여하는 

영농조합법인이 한정면허를 취득하여 셔틀 방식으로 마을-읍면소재지 구간을 

운행하고 있다. 

세 번째 유형은 ‘사회서비스 대상자’를 대상으로한 비영리법인 운영이다. 대

중교통을 이용하기 곤란한 여건에 있는 특별한 계층에 한정하여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차량 운행하는 것으로 읍면소재지에 시설을 두고 배후마을 주민들에

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법인이 특별한 교통약자 계층에 한정하여, 이

동 편의를 제공한다. 이용자는 고령자, 장애인 등으로 한정되지만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측면에서 유의미하다. 충남 홍성군 홍동면 여성농업인센터에서

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노선버스가 잘 다니지 않는 홍동면 노인들을 대상으로 

‘마을-의료생협’, ‘마을-농협’, ‘마을-보건소’, ‘마을-면사무소’ 등의 구간을 무상으

로 셔틀 운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 또는 주민 조직이 직업 운영주

체로 참여하여 기존 버스의 운전자 부족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보완하고, 지역

의 공간적 특성, 이용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농촌형 교통모델 등의 

정부사업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농어촌 교통여건 악화에 대한 우려에 충분

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32

<그림 3-9> 청일면 마을버스

3.4. 농촌 지역 대체 대중교통 수단 사례

▮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마을버스

횡성군 청일면 춘당권역 마을버스는 악화된 교통서비스 여건을 주민 주도로 개선

한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의 사례이다. 기존에 마을에서 이용하던 버스가 운수회사의 

폐업으로 운행을 중단하자, 청일면 속실리 주민들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횡성군의 지

원을 받아 마을의 영농조합법인이 직접 버스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였

다. 금광골 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춘당권역 마을버스는 강원도 횡성군의 북

쪽, 홍천군과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청일

면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횡성군 경

계를 넘어 홍천군 서석면까지 노선을 운

행하고 있으며 속실리 인근의 청량리 주

민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

히, 마을에 귀촌한 주민 두 명을 기사로 

고용하여 마을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주민이 단체로 참여하는 문화 행사 

등에는 운행시간을 조정하는 등 마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 완주군 동상면 부릉부릉행복콜버스

완주군 동상면의 부릉부릉행복 콜버스는 전라북도의 예산지원을 받아 추진한 완

주군 수요응답형교통 서비스 운영을 위한 시범사업을 통해 시작되었다. 동상면은 버

스 운행 횟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면 내의 마을들을 이동할 수 있는 노선이 부족하

였다. 또한, 눈이 오는 등 도로 여건이 좋지 않을 때에는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등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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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동상면 행복콜버스스 이용이 불편하였으나, 전주시에서 면

허를 받은 운수업체가 버스 운행을 하고 

있어 완주군 차원에서 개선이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완주군에서

는 동상안전협동조합을 운영 주체로 선정

하고 소형승합차를 이용하여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 주민

들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였으며, 

전라북도에서 구축한 전산화된 운영시스템을 이용자-콜센터-운전자-담당 공무원이 

이용하고 있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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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슈3. 작지만 필요한 농어촌 학교

4.1. 배경 및 주요 쟁점

농어촌의 지속적인 학령기 아동 인구 감소에 따라 농어촌 학교의 소규모

화가 심화되고 학생 수 감소로 문을 닫는 학교의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농

어촌 학교는 지역 교육 여건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의 재활성화에 있어 중

요한 의미를 가진다. 학교가 지역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학교를 중심으

로 이루어지던 지역사회 활동이 위축된다. 자녀를 둔 30~40대 부부가 초등

학교가 없는 지역으로 귀농 귀촌을 하겠다고 결심하기란 쉽지 않다. 이런 상

황을 둘러싸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적정규모학교 육성, 전원학교 육성, 작

은 학교 살리기, 1읍 면 1개 초등학교 유지 등 농어촌 교육과 관련하여 다양

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농어촌 영향평가에서는 농어촌 초등학교의 실태를 재조명한다. 농어촌 초

등학교의 현황과 교육 여건을 도시와 비교하여 제시하고, 농어촌 학교 활성

화를 위한 정책과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지역사회 사례를 소개한다. 농

어촌 학교가 왜 중요하며, 농어촌 학교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어떤 노

력들이 필요한지 고민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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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현황 및 검토

▮ 농어촌 학령기 아동(8~13세) 인구의 감소

농어촌 지역의 학령기 아동 인구 감소는 지속되어 왔다. 특히 도시화와 산

업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진 70~90년대에 그 정도가 심각했다. 최근 들어 감

소 추세가 다소 완화되었지만, 2017년 면 지역 학령기 아동인구는 1975년 수

준(252만 명)의 6.6%인 16만 명까지 줄어들었다. 이는 전체 면 지역인구(477

만 명)의 3.4% 수준이다.

<그림 4-1> 도시-농어촌 학령기 아동 인구 비교

단위: 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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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초등학교는 소규모화되고 통폐합되고 있다.

전국에 운영되고 있는 초등학교는 6,252개교이며 동 지역에 위치한 도시

학교의 수는 읍 면 지역에 위치한 농어촌 학교보다 약 36.2% 많다. 도시학교

는 3,605개교, 농어촌 학교는 2,647개교이며, 이 중 읍 지역은 777개교, 면 지

역은 1,870개교이다.

초등학교당 학생 수 전국 평균은 430.8명이며 동 지역 초등학교의 학생 수 

평균은 전국 평균을 넘어서는 621.0명이다. 읍 지역 초등학교의 학생 수 평

균은 366.4명, 면 지역 초등학교의 학생 수 평균은 90.9명이다.

학급당 학생 수 평균 역시 동 지역이 월등히 높다. 학급당 학생 수 전국 

평균은 17.8명이며 전국 동 지역의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은 이를 넘어서는 

22.3명이다. 읍 지역의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은 17.2명, 면 지역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은 9.3명이다.

<그림 4-2> 도시-농어촌 지역 초등학교 수 

단위: 학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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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학교당 평균 학생 수(좌) 및 학급당 평균 학생 수(우)

단위: 명

농어촌 지역의 학령기 아동인구 감소는 농어촌 초등학교의 소규모화로 이

어졌다. 농어촌 초등학교의 절반이상(53.1%)이 전교생 수가 60명 이하이며, 

이 중 145개교는 전교생 수가 10명 이하이다. 농어촌 내에서도 지역 간 편차

가 나타난다. 전국의 소규모 초등학교 1,405개교 중, 1,151개교(81.9%)가 면 

지역에 위치한다. 반면, 읍 지역 초등학교의 80%는 전교생 수가 60명을 초과

하여, 면지역에 비해 소규모화 추세가 더딘 편이다.

<그림 4-4> 전교생 수에 따른 초등학교 분포

단위: 학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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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생이 없는 학교, 학교가 없는 농어촌 지역

현재 1학년 재학생이 0명인 농어촌 초등학교는 273개교 이며 이는 농어촌 

초등학교의 약 10%에 해당한다. 또한 1982년 이후 3,752개교(중고등학교 포

함)가 폐교 되었는데, 초등학교가 없는 면이 31개, 중학교가 없는 면이 약 

427개를 차지한다.

▮ 도시 중학교로 진학 증가

교육부는 1982년부터 학생 수가 감소하여 운영이 어려운 소규모 학교에 

대하여, 통폐합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그동안 많은 농어촌 학교가 문을 

닫았다. 통폐합이 진행되더라도 1개의 면에 1개 초등학교를 존치시켜야 한

다는 현장의 요구가 있지만, 현재 초등학교가 없는 면이 31개로 집계된다. 

중학교가 없는 면지역은 전국에 427개로 전체 면의 30%를 상회한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농어촌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

관없이 도시 지역이나 읍내에 위치한 중학교로 진학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

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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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2017년 초등학교 6학년 및 2018년 중학교 1학년 재학생 수 증감 지역별 비교

단위: 명

▮ 농어촌의 교육 여건

농어촌 주민들의 교육 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도시 주민들 보다 낮다. 농어

촌 지역 내에서도 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육 여건에 대한 위기감이 

읍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보다 큰 것으로 드러났다.

거주

지역

학생들이 좋은 수준의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학생들이 학교 정규과정 

외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학교시설이 낙후되어있지 

않고 교육에 필요한 장비가 

잘 갖추어져 있다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읍 5.9 5.9 6.2 6.2

면 5.5 5.2 5.9 5.8

동 6.8 6.8 6.9 7.1

<표 4-1> 농어촌 교육 여건에 대한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평균점수/ 10점 만점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농어촌 지역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는  초

등학교가 많아 학생들이 등 하교에 어려움을 겪는다. 버스가 하루에 몇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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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오지 않는 면 지역은 어려움이 더 크다.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 중 통학

버스를 운영하지 않는 곳은 770개교에 이른다. 그리고 이들 중 704개교에서 

통학 비용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농어촌 학교는 학생 수가 적어 도시 

지역에 비해 다양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방과 후 프로그램을 기획해도 강사 섭외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다. 학

교에서 제공하지 않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역에서 찾기도 쉽지 않다. 도시에

서는 고개만 돌려도 발견할 수 있는 영어, 태권도, 피아노 학원 등의 사설학

원을 면 지역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 읍내에 몰려 있는데 접근

성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학원 등록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

<그림 4-6> 학교당 평균 방과 후 프로그램 수

단위: 개

▮ 교육 여건을 개선한 농어촌 학교는 학생 수 증가

농어촌 지역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꾸준히 진행 중이다. 일부 

학교들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의 양과 질을 높여 학교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2016년과 2017년에 교육의 100대 우수 방과 후 학교로 선정된 면 지역 

소규모 초등학교의 입학생 및 전교생 수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이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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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의 2016년과 2018년 평균 1학년 학생 수와 전교생 수를 살펴보았다. 방과

후 우수 초등학교로 선정된 학교가 일반 면 지역 소규모 초등학교에 비해 그 

증가폭이 현저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분 2016년 2018년 증가율(%)

평균 1학년 학생 수
일반 초등학교 5.1 5.2 1.1

방과후 우수 초등학교 6.1 8.4 37.5

평균 전교생 수
일반 초등학교 33.7 33.9 0.6

방과후 우수 초등학교 42.0 45.4 8.0

<표 4-2> 면 지역 소규모 초등학교 학생 수 변화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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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우수사례

▮ 칠갑산 자락에서 싹 틔운 예술꽃 씨앗-청양 수정초등학교

청양군 수정초등학교는 학부모가 보내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2015년에는 8개에 불과하던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지금은 19개나 된다. 골프, 스피치리더십, 요리교실 등 

학생의 특기와 적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였다. 학교가 

농촌지역에서 문화·예술 교육의 여건이 제한되어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학생

들에게 그 기회가 보장되도록 공교육의 문화·예술 교육 예산을 지원해주는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진 결과이다. 2016년부터는 이 ‘예술

꽃 씨앗학교 지원사업’으로 전교생이 국악을 배우고 있다. 국악을 주제로 6

개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판소리, 장구, 가야금, 해금, 난타, 춤사위)을 구

성하였다. 판소리는 공주시에 위치한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장구, 가야금,  

해금, 난타는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에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춤사위는 청양읍에서 전통 무용학원을 20년 가까이 운영해온 유명 

강사가 담당한다. 알찬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한 후 학생 수도 늘었

다. 학생들은 단순히 문화·예술 교육을 받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갈고 닦

은 실력을 공연을 통해 지역사회에 선보이기도 한다. 불과 몇 년 전에 전교생 

10여명으로 폐교 위기에 놓였던 학교는 방과 후 프로그램 도입 이후, 지속적

으로 학생이 늘어나서 2018년 현재 72명의 학생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

▮ 폐교 위기의 학교를 살린 산촌유학센터-강진 옴천초등학교

강진군의 옴천 초등학교는 ‘힐링산촌유학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옴냇골 산촌유학센터’를 설립하여 도시 지역에서 오는 유학생들이 지

역에서 거주하며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산촌유학이란 도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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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아이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 자연환경 속에 지내면서 산촌 학교에 다니

는 체험 프로그램을 일컫는데,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며 감수성과 창의성을 

키우고 문제해결 능력과 자립심을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을 기대하는 학부모

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유학생을 가족처럼 돌봐주는 지

역민이 운영하는 홈스테이형, 가족귀촌형, 기숙형 유학센터형 등 세 가지로 

나뉘는데,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면 학교와 마을이 깊이 연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는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여 마을 홈스테이, 유학센터 기숙사 

등을 통해 숙소를 제공하며, 강진군청은 유학생에게 매월 25만원의 체류비용

을 지원한다. 농촌 체험 학습뿐만 아니라 승마, 스키, 악기 연주 등의 다양한 

예체능 교육 프로그램, 원격 화상 영어 수업, 반딧불이 저녁교실 등을 운영하

여 유학생들이 농촌에서도 다양한 특기와 적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한다.

<그림 4-7> 강천 옴천초등학교 전경(좌) 옴냇골 산촌유학센터(우)

▮ 함께여서 더 행복한 덕산초중학교-제천 덕산초중학교

2001년도에 제천시 덕산면의 덕산초등학교와 신덕중학교를 통합하여 초

중통합운영학교로 운영되어오고 있는 곳이 덕산초중학교다. 초등학교와 중

학교의 창의적 체험 활동과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하여 프로그

램의 다양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특히 탄력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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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강사 섭외도 수월하여 다양한 방과후 활동과 체험 활동을 구성할 수 

있었다. 지역 학부모들의 참여로 제빵제과 교육, 목공 교육, 벼농사 체험, 생

태 교육 등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과 연계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실시한

다. 통학 버스, 운동장, 식당, 체육관 등의 시설도 공동으로 활용하여 농어촌 

학교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운영 예산도 절감했다. 또한 9년 동안 같은 학교

를 다니는 학생들 간의 유대감도 높고 학부모들의 학교 활동 참여도 적극적

이어서 학생 지도 관리가 수월하다. 통합운영학교의 장점을 살려 학생, 학부

모, 교사가 함께하는 학교를 만들고 지역주민들이 신뢰하는 학교로 성장하

였다.

<그림 4-8> 부모님과 함께 송편 만들기(좌) 및 진로 학습 캠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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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과제 배경 목적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

(교육부)

￭ 교육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이 

젊은 가구 유출로 지역 해체 우려

￭ 교육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이 농촌 

지역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고, 정

책 개선안 제시

다문화 가족 자녀교육 

지원 사업

(교육부)

￭ 다문화 학생 대상의 한국사회 정착(예비학교) 및 일반 

학생 대상의 다문화 인지 교육 목적(중점학교)으로 정책

이 추진되고 있으나 농어촌의 불리한 여건을 반영하지 

않음

￭ 교육부의 “다문화 가족 자녀교육 지원 사업”

이 농촌 지역 다문화 학생 및 일반 학생에 미

치는 영향을 농촌 인지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제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보건복지부)

￭ 지역 보건소를 통해 지역 자율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정책 대상이 전 국민으로 설정되어, 농촌 주민의 건강과 

농촌의 불리한 접근성을 고려한 별도의 정책 개선 노력 

미흡

￭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이 농어촌 지역의 불리한 조건을 반영하였는

지 평가하고, 정책 개선안 제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보건복지부)

￭ 서비스 대상자는 65세 이상 국민 혹은 64세 이하 국민 

중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노인성 질병 1~5

등급 판정을 받은 자임

￭ 등급 판정의 공정성 제기: 농촌 보다 도시 주민의 등급별 

인정 비율이 높음.

￭ 농촌 지역은 서비스에 접근하기 불리함: 농촌에 재가시

설이 심각하게 부족(단기보호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시군

구 137개, 방문간호시설이 없는 시군구 59개)

￭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서비스 대상자 중 

농어촌 주민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지 평

가하고, 정책 개선안 제시

<표 5-1> 농어촌 영향평가 대상 과제 목록

5. 향후 과제와 전망

농어촌 영향평가에 대한 평가 과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연구과제 형

태의 평가 수행 대신, 중요 정책 현안에 대해 신속하면서도 효율적인 방식으

로 영향평가를 수행하여 시의성 있는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음 표는 본문에서 제시된 영향평가 대상 이슈 외에도, 농촌 지역사회와 주

민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사업이다. 다음 과제 목록 중에서 ‘농

어촌 다문화 교육 지원 정책 개선’, ‘지역사회 보건 복지 전달체계 혁신’ 등

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할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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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과제 배경 목적

소외계층 문화‧여가 지원 

강화 정책: 

문화누리카드/

문화가있는날활성화/

방방곡곡문화예술지원

(문화체육부)

￭ 농촌의 소외계층은 도시에 비해 문화‧여가 지원 사업을 

통해 불리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 

￭ 농촌의 문화 기반 시설이 도시에 비해 부족하고, 접근성

이 열악하며, 농번기에 문화활동에 참여하기 어렵기 때

문임.

￭ 문화체육부의 “소외계층 문화‧여가 지원 강화 

정책”이 농어촌 지역 소외계층에 불리한 영

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고 정책 개선안 제시

일반고 비진학자 

직업능력 개발 정책

(2016년~)

(고용노동부/교육부 협업)

￭ 교육 격차 해소 방안 중 하나로,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

을 지망하는 일반고 비진학자가 맞춤형 직업 교육을 받

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

￭ 농촌에서 직업 교육을 위탁할 전문기관이 부족하여, 농

촌 학생 수요에 맞는 교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불리함.

￭ 일반고 비진학자 직업능력 개발 정책이 농촌 

고등학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

고 정책 개선안 제시

국립공공의과대학 설립

(보건복지부)

￭ 서남대 의대 폐교 정원의 활용 관련하여, 공공의료종사 

인력 양성을 목표로 국립공공의과대학 도입 추진

￭ 하반기 관계 법안 마련, 2019~2022년 대학 설립 추진

￭ 공공의과대학 운영과정에서 농어촌 취약지 

공공의료기관 종사 인력의 우선확보 방안 등

을 모색하고, 정책 개선안 제시  

축산악취저감

￭ 농식품부의 “축산분뇨 처리 지원 및 관리 체계화” 및 환

경부의 “축산분뇨 자원화‧에너지화” 사업을 통해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한 정책 지원이 일부 이루어짐.

- 축산 악취 원인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책 수단은 부

족한 형편

￭ 축산 악취 원인을 제공하는 축산농가가 대부분 농촌 지

역에 위치하여, 농촌의 악취 문제가 도시에 비해 심각하

며, 농촌 지역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침.

￭ 축산 악취 문제가 농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정책 개선안 제시 

5.1. 농어촌 다문화 교육 지원 정책 개선

농어촌을 교육의 터전으로 삼은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다문화 교육 여건과 정책적 지원은 도시에 비해 열악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

련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정 학생은 국제결혼가정(국내출생 및 중도입국 포함)과 외국인가

정 자녀를 일컫는다. 전체 초·중·고교 학생 수는 매년 20만 명씩 감소하지만, 

다문화가정 학생은 매년 1만여 명씩 20% 가량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국

가적 지원 또한 늘고 있다.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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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현재 99,186명으로 집계되어, 전체 학생대비 비율은 1.68%이다. 

교육부는 2007년부터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 계획을 추진하면서, 다문화유

치원 확대로 언어와 기초학습 지원 사업과, 다문화예비학교 확대를 통한 취

학연령대 어린이의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 대

학생 멘토링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농어촌지역(읍·면 기준)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학생은 대도시 혹은 중소

도시와 비슷한 비율로 조사되었지만,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여건 및 국가

적 지원은 도시 지역에 비해 부족한 형편이다. 게다가, 농어촌 지역에서 소

규모학교들이 통폐합되어 등교거리가 늘어나면서, 농어촌의 교통약자인 다

문화 학생들의 교육여건이 농어촌 지역 일반 학생들에 비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 농어촌 다문화 학생의 교육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다문화교육지원센터

가 시·도 광역지자체별로 구성되어 있으나, 센터가 포괄하는 범위가 넓고 인

력이 불충분하여 공공서비스가 필요한 이들의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대부분 교통약자인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접근성으로 센터가 제공하는 언어교육 강사 지원 및 대학생 멘토링 등 프로

그램에서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아,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기회가 제한

되고 있다.

농어촌 다문화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다문화 교육 지원 정책의 

실태를 파악하여, 공교육 보완 및 기초학력 지원, 진로·직업교육 등 다문화 

교육 환경의 개선을 위해 계획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교통접근성 등에서 농어촌 지역

의 열악한 삶의 질 요인을 분석하여, 농어촌 지역 다문화가족 자녀의 여건과 

필요에 맞게 교육서비스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 부처

별로 제각기 추진되고 있는 농어촌 다문화 학생 대상 교육서비스의 통합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농어촌 다문화 학생의 교육 여건과 실태, 

수요에 대한 실증 정보를 구축하여, 이들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정책 대안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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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지역사회 보건‧복지 전달체계 혁신

복지부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으로, 주민센터의 복지 기능을 강화하

여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사례관리 및 맞춤형복지서비스 전문기관을 

설립, 개편하도록 추진 중이다. 

반면,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복지 서비스는 복지 서비스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거나,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어려워 도시에 비해 불리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 우선, 농촌 지자체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충분

히 확보되지 않아 전문성이 없는 기타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

다. 또한 민간 부문에서도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읍·면·동 차원의 복지전달체

계를 구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농촌 지역은 교통 접근성이 열악하고, 인구

밀도가 희박하여, 수급자 대상 서비스 비용이 도시 대비 많이 들지만, 복지 

예산과 행정 인력 등 행정자원을 투입할 때 불리한 영향을 받고 있다.

게다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판별할 경우에도, 농어촌 주민의 

특성을 반영하기가 어렵다.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미자립 고령 영세농들은 

농지를 보유한 경우가 많아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

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지역사회 보건 복지 전달체계 혁

신 대책이 농촌 지역과 주민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되었는지 검토

하고, 전문인력 확보 및 민·관 협력에 기초하여 농촌 보건·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도록, 정책 개선 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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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농어촌 영향평가 운용지침(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

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농어촌에 대한 영향평가) 및 해당 법 시행령 제16조

(정책 등의 분석·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의거하여, 농어촌에 대한 영향평

가의 제도 운용 지침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농어촌 영향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정책 중에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대상 과제를 선정하여, 농어촌-인지적 관점에서 농어촌지역의 경제·사회·문

화·환경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1. 농어촌-인지적(sensitive) 관점은 하나의 정책이 입안 및 시

행되는 과정에서 농어촌에 불리한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그 영향을 점검·교정하여 차별이 초래되지 않

도록 고려하는 관점을 말한다.

제3조(주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영향평가를 수행하여, 그 결

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할 책무가 있으며, 해당 지침을 제정

하고 변경할 때 ‘삶의 질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대상)  농어촌 영향평가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할 책무가 법률로 명시되어 있

는 국가 수준의 중장기 계획 중에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과 긴밀하게 관련된 것

* 여기서 ‘삶의 질 위원회’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말한다(농어업인삶의질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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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행정기관이 시행할 예정이거나 시행 중인 주요 재정

사업 또는 연두 업무 보고에 포함된 정책사업 중에서 농

어촌 주민의 삶의 질과 긴밀하게 관련된 것

3. 기타 ‘삶의 질 위원회’에서 심의한 계획이나 정책

제5조(절차)  농어촌 영향평가의 시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평가 후보군 추천) ‘삶의 질 위원회’에 참여하는 중앙행

정기관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전문가 등이 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정책) 후보 목록을 추천한다.

- 필요한 경우 ‘삶의 질 분과위원회’에서 후보 목록을 검토할 수 

있다. 

2. (과제 선정) ‘실무위원회’에서 평가 대상 과제를 매년 2개 

이상 심의·선정한다.

- ‘전문지원기관’에서 후보 과제 각각에 대해 농어촌 영향평가의 

실시 필요성 및 실무 차원의 의견을 ‘실무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제출한다.

3. (시행계획 승인) 매년 상반기 ‘삶의 질 위원회’ 또는 영향

평가 추진 전년도 하반기 ‘삶의 질 위원회’에서 심의·승인

한다. 

- ‘전문지원기관’에서 매년 농어촌 영향평가 시행계획을 작성한다.

- ‘농어촌 영향평가 시행계획’에는 평가 대상 과제 및 조사·분석 작

업을 맡을 전문연구진 명단, 조사·분석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

다. 

4. (조사·분석) 농어촌 주민 삶의 질 및 해당 제도·정책에 관

해 식견을 갖춘 전문연구자가 공동으로 조사·분석 연구를 

수행한다. 

- 조사·분석 연구 수행 시 해당 중앙행정기관 담당 공무원과 협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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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 보고) 매년 하반기 또는 익년도 상반기 ‘삶의 질 위

원회’에 농어촌 영향평가 결과를 보고한다. 

- 결과 보고서에 영향평가 과정에서 발견된 중요 사실 및 현황, 관

련 정책·제도 개선·조정 제안 등을 포함한다.

- 결과 보고서에 포함된 개선·조정 제안 내용은 ‘삶의 질 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제6조(후속조치 이행) 평가 대상 정책의 소관 부처는 삶의 질 위원회에서 

심의한 개선·조정 제안사항에 대하여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소관 부처는 농어촌 영향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차년도 상반기에 개선안을 마련한 후 이에 대해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2. 해당 부처는 후속조치 이행 후 그 내용을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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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농어촌 영향평가 실시 현황

정부부처 대상 정책 주요 내용 및 결과

교육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정책

(2011년)

* 인적자원이 부족한 농어촌에서는 학교의 방과후학교 활성화에 지역주민의 

참여(예: 강사) 필요성 강조 →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실시

평생학습 정책

(2012년)

* 농어촌의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주민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이 

제약되므로, 생활권 단위의 평생학습 지원체계의 필요성 제안

→ 생활권 단위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읍‧면 단위 평생학습센터 설치 근거 

조항을 ｢평생교육법｣에 신설('14. 1, 제21조의 3)

여성가족부

여성 경제활동 확대 정책

(2011년)

* 농어촌 지역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지정 건수가 도시 지역에 비

해 형평을 맞추지 못함 →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을 위한 농촌형 새일센터 

확대 지정('14년 9개소), 3차 삶의질 기본계획에 여성일자리 정책 반영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정책(2013년)

* 도시에 소수 설치된 지원센터에 농어촌 지역 이주여성의 접근이 제약됨을 

분석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정책

(2012년)

* 농어촌 지역의 지리적 제약으로 인한 응급의료 여건의 취약성을 분석 → 

펌뷸런스 도입, 공중보건의 농어촌 우선배치, 지방거점 공공의료기관, 응급‧

분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간의료기관 지원확대 등의 여러 정책 도입

정신보건센터 정책

(2013년)

* 도시에 비해 농어촌에서 자살률, 정신분열증 유병률이 더 높은데 정신보건

센터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짐을 분석하고, 농어촌 정신보건센터 확대 설치

를 제안

장애인 복지 정책

(2014년)

* 농어촌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장애인 복지 정책을 도시 수준에서 시

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분석

산업통상자원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정책

(2013년)

*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지원 정책이 농어촌 주거 특성을 고려

하지 못하고 있음을 분석 →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도시가

스비 지원’이라는 명목이 비합리적이므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하도록 지

침 개정

국토교통부
주택 바우처 제도

(2013년)

* 농어촌은 저소득층이어도 자가 소유 비율이 높은 특성이 있어, 바우처 제도

를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음을 분석

환경부
폐기물 관리 정책

(2014년)

* 농어촌은 면적당 폐기물 발생 밀도가 낮은 점을 고려해, 적정 설비를 갖춘 

폐기물 수거 시스템이 필요함을 분석 → 제3차 삶의질기본계획에서 환경부 

신규사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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