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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촌을 보는 도시민과 농촌주민은 이구동성으로 생활환경의 어려움을 말

하고 있다. 농촌 생활환경의 어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부도 많은 정책을 수립

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4차산업혁명 기술과 연계된 농촌 생활환경 개선 정책은 거의 없었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제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사물인터넷(IoT), 딥러닝, 빅데이터,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기술을 융복합하고, 최종수요자(end user)인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농촌 문화·여가 분야에서는 VR/AR 등 정교한 하드웨어 개발, 농촌 교육 분야에

서는 MOOC 플랫폼 설치 운영, 농촌 교통 분야는 수요응답형 서비스, 농촌 생활에

너지 분야는 스마트그리드, 농촌 의료 분야는 개인용 웨어러블 기기와 운동 기구, 

복지 분야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돌봄 로봇, 농촌의 안전 분야는 수요자 맞춤형 애

플리케이션 등의 개발-보급이 필요하다. 

농촌 생활환경 개선 프로그램을 보급 확대하는 주체로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

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다부처가 연계되어야 하고, 민간 기업도 투

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 연구는 농촌지역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4차산업혁명 기술

을 개발·보급하는 업체, 스마트농촌 관련 연구자, 정책 담당자 등의 역할을 명확하

게 하고, 사업이 실행되어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했으면 한다. 

   

2019.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홍 상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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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과 목적

○ 우리 농촌을 보는 도시민과 농촌주민은 이구동성으로 농촌 생활환경의 어려

움을 말하고 있음. 농촌 생활환경의 어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부도 많은 정

책을 수립하고 있음. 

○ 국가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

본법｣의 제10조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대통령 직속 ‘4차산

업혁명 위원회’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발표한 �4차산업혁명과 지역혁신을 위한 정책과제 

100선. 2018�에서 핵심과제 20선, 일반과제 80선 등이 있으나, 이 모든 것이 

농업분야에 국한되어 있고, 4차산업혁명 기술을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과 연계

하지는 못하고 있음. 

연구 방법

○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문헌조사, 정책자료, 국내외 미래 농촌에 대한 정책

자료 수집·분석, 4차산업혁명과 농촌 생활환경 관련 선행연구 검토, 국내외 4

차산업혁명 기술 적용 사례자료를 수집·분석하였음.

○ 농촌거주자 조사(308명)를 통해 농촌 생활환경 분야별 주요 이슈를 발굴하고, 

이들 대상으로 농촌 생활환경 만족도, 중요도,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 4차산업

혁명 기술 도입의 필요성 등을 조사·분석하였음.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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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민 조사(500명)는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농촌 생활환경 개선

이 필요한 분야는 무엇인지, 향후 도시민이 원하는 농촌 생활환경의 문제점 및 

중요도를 조사·분석하였음.

○ 전문가 조사는 1차 조사 45명과 2차 FGI 조사 10명을 대상으로 농촌의 생활환

경 분야별 주요 이슈 발굴,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4차산업혁명 기

술이 무엇이 있는지를 조사·분석하였음.

○ 농촌의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였음. 영상 내용은 농촌 

생활환경의 문제점 및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4차산업혁명 기술 적용 가능성, 제도 및 정책 방향 등임.

○ 외국의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와 정책을 조사하기 위해 EU농촌개발국

(European Network for Rural Development: ENRD), 중국의 스마트빌리지 현

황 조사를 현지 출장으로 수행하였으며, 일본은 문헌조사로 대체하였으며, 과

학기술정책연구원(STEPI)과 공동 연구를 통해 국내외 스마트농촌 관련 정책 

동향과 핵심과제를 도출하였음.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분야

○ 도시민들이 생각하는 농촌 생활환경 개선분야는 농촌복지에서는 ‘독거노인

과 노인 돌봄’, ‘문화와 여가프로그램’, ‘농업인의 장애인 복지’이며, 농촌의료

에서는 ‘농촌 응급상황’, ‘의료시설 접근성’, ‘약국, 보건소 접근성’, ‘만성 노인

성 질환’ 등임. 농촌교육에서는 ‘아동 교육’, ‘방과 후 교육’, ‘어른 평생 학습기

회’ 등임. 농촌교통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학생 통학’, 농촌에너지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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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과 ‘가로등’, 농촌정주생활에서는 농촌의 ‘상하수도 문제, 쓰레기 문제’, 

○ ‘낡은 주택’, ‘생필품 구입’, ‘목욕탕, 이·미용실’임. 농촌안전은 ‘범죄 문제’, 

‘교통 및 농작업 사고’, ‘홍수, 폭염, 폭설 등 기상재해’와 ‘화재발생’ 분야임.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방향

○ 농촌의 문화·여가 분야에서는 VR/AR 등 정교한 하드웨어 개발임. 이를 이용

하면 문화·여가 교육이나 다양한 정보 제공, 오락, 쇼핑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

상되며, VR/AR에 담겨질 콘텐츠는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와 

AI(인공지능)를 통해 구현할 수 있도록 함. 

○ 농촌교육 분야에서는 현재 대학 중심의 MOOC 플랫폼을 초중고 교육을 위한 

플랫폼, 더 나아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플랫폼으로 확대 구축할 필요가 있

음. 이 플랫폼은 농촌지역 학생에게는 무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농촌 학생에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ID를 제공하여 농촌지역의 학생이 원격으로 교육을 받

을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 가야 함. 

○ 농촌교통 분야는 자율주행차량, 공유형 교통서비스, 수요응답형 서비스가 가

능하도록 5G와 IoT가 연계되어야 하며, 자동차의 동선 등을 분석하는 AI 개

발, 스마트시티의 자동차 관련 인프라를 스마트농촌에서도 이용 가능하도록 

설계 운영되어야 함. 

○ 농촌 생활에너지 분야는 에너지 비용 절감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4차산업혁명 기술요소인 IoT, AI 등을 활용한 스마트그리드가 농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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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어야 하며, 농촌 가정 내 전력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플랫폼과 수

요자용 어플리케이션(App.) 개발이 필요함.

○ 농촌 의료분야는 개인용 웨어러블 기기와 운동 기구 등에서 IoT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개인에게 서비스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함. 그

러나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 의료진 간의 책임소재 문제, 소송 관련

법, 제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기술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사전에 해결방안

을 모색해야 함. 

○ 복지분야는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독거노인은 물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돌봄 

로봇, 정서안정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로봇에 대한 적극적 보급·확대가 이루어

져야 함. 

○ 농촌의 안전분야는 2가지로 볼 수 있음. 첫째는 농촌 생활에서 안전, 둘째는 농

작업에 의한 안전이 있음. 농촌 생활 안전을 위한 4차산업혁명 기술로는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및 AI가 있으며, 관계 정보를 적지·적소에 확산하기 위한 

플랫폼 등 정보전달체계 및 수요자 맞춤형 어플리케이션의 개발도 요구됨.

○ 결국 농촌지역의 지역별 특성에 따른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예·경보 시스템

이 필요하고, 4차산업혁명 기술이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및 보급, 도시와 농촌의 연계를 위한 인프라 구축, 이를 총괄할 수 있

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며, 이 모든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제

도가 사전에 마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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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농촌의 생활환경 개선 보급 확대 주체는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다부처가 연계되어 있음. 사업시행자는 중앙

부처, 기초자치단체 등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함. 여기에 민간 기업도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함.

4차산업혁명 시대의 농촌 대응전략

○ 우리 농촌이 살기 좋은 농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첫째, 스마트농촌 보급 활

성화 전략이 필요함. 전략으로는 민간 기업이 자본을 투자하여 인프라를 구축

할 수 있도록 하며, 개발된 기술이 실수요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외부자본과 민간이 개발한 기술이 자연스럽게 접목될 수 있는 장이 마련

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지역별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 설

치되어야 함. 농촌이 스마트농촌으로 진전되기 위해서는 농촌의 정보가 서로 

융합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스마트농촌 관리·운영 플랫폼’이 설치되어야 함. 

스마트농촌 기술 수요자인 농촌 거주자가 손쉽고 빠르게 스마트농촌 기술에 

적응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농촌 생활환경 관련 앱 개발 

보급이 시급함. 

○ 둘째, 미래 스마트농촌의 실용화 전략이 필요함. 스마트농촌 보급 확대를 위해

서는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이 매우 중요함. 스마트농촌 관련 기술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과 지역의 요구사항을 결합한 시설이 보급되어야 함. 스

마트농촌을 실현하는 주민 및 지자체는 스마트농촌 관련 기술이 보급되었을 

때 성공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의 물적·인적 자원 보유 

실태, 기간시설 유무,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내용, 지역의 주민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리더, 지역 주민의 적극적 참여, 지속 가능성, 인근 스마트시티와 연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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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 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함. 

○ 셋째, 미래 스마트농촌의 인프라 구축 전략이 필요함. 스마트농촌의 안정적 실

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스마트농촌법’ 제정이 필요함. 스마트도시에 대한 

「스마트도시법」은 현재 제정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스마트도시의 건설을 위

한 정책이 수립 시행되고 있음. ‘스마트농촌법’을 제정하여 스마트농촌의 효

율적인 조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 및 국

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해야 함. 스마트농촌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

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데이터가 수집되고, 이를 분석하여 시행할 수 있어야 

하며,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함. AI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등 향후 

발생한 다양한 형태의 결과에 대한 개념과 개인보호 제도 정비가 절실함. 이를 

해결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술도 개발되어야 함. 4차산업혁명에서 가장 기초적

인 것은 통신망임. 스마트한 일상이 가능해지도록 광대역 통신망, 모바일 통

신, 5G 등이 더욱 확대되도록 지원이 필요함.

○ 넷째, 미래 스마트농촌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전략이 필요함. 스마트농촌 

관련 주체 간 협력할 수 있도록 체계 구축이 중요함. ‘기관별 협력’ 분야에서는 

‘기술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가 요구됨. 스마

트농촌 특성상 농림축산식품부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양한 정부 부처와 농촌진흥청, 지자체, 

출연연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지원이 절실함. 스마트농촌의 컨트롤

타워 및 스마트농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워킹그룹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필요

가 있음. 스마트농촌의 특성상 복지, 의료, 교통, 에너지, 안전 등 여러 분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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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의 협업이 필수 불가결함. 스마트농촌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

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의 다부처가 연관되어 있는 분야로 사업화를 위

해서는 다부처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함. 스마트농촌은 스마트시티와 연계가 

필요함. 도시는 물적 인프라가 이미 투자된 환경에서 스마트시티 기술의 적용

이 용이한 점이 있음. 그러나 농촌은 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환경에서 스마트시

티에 적용된 기술의 효과성과 같이 스마트농촌이 효과를 가지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스마트도시와 스마트농촌의 연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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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esponse Strategies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Year 2 of 2)

Research Background 

Both urban and rural people mention hardship in living conditions when 

they look at rural communities.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many 

policies to relieve difficulties in rural living.

Korea has in place the Five-year Plan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2018~2022), Article 10 (Development of Local Agriculture 

and Welfare Promotion for Rural Residents) of the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Rural Community, and Food Industry, Article 2 of the Special 

Act on Life Quality Improvement for Farmers and Fishermen and the 

Development of Rural and Fishing Areas, the Plan for Innovative Growth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prepared by the Presidential Committee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100 policy tasks for regional innovation and 

4th industrial revolution published in 2018 by th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 core tasks and 80 general tasks). However, all of these 

are limited to agriculture and fail to apply the technologi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o improve rural living conditions.

Research Methodology 

 Overseas and domestic policy materials on agricultural future and other 

related literature were collected and analyzed for this study. Also, preceding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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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on rural living conditions an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ere 

reviewed. Further, examples of the application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ies collected and analyzed.

Through a survey of 308 rural residents, essential issues for each of the 

living conditions were identified. Further, their satisfaction levels and the 

need to introduc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ies for the improvement 

of rural living were inspected and analyzed.

Also, a survey targeting 500 urban residents was carried out for the 

examination of their views on the improvement of the rural living environment 

or desirable directions for better living.

A survey of experts was conducted targeting 45 experts in the first session 

and ten experts in the 2nd session (focus group interviews). Through the 

interviews, significant issues were identified for each of the rural living 

conditions. Also, technologi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pplicable to 

the improvement of rural living were examined.

We produced a video clip to show the desirable conditions of rural living. 

It contained interviews of people telling the issues of rural communities and 

the need to resolve those issues. Also, the video showed the feasibility of 

applying the technologi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policy 

directions for the application.

To look at other countries’ endeavors and policies for the improvement of 

rural conditions, we visited the European Network for Rural Development 

and China’s smart villages. We examined related literature to review 

Japan’s state. Also, we identified policy directions and core tasks for smart 

rural communities through joint research with the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STE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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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ings

1) Areas for improvement

Urban people saw the elderly living alone and the care for the elderly as a 

problem for improvement in terms of rural welfare. Also, they pointed out 

recreational programs and aid for the physically disabled. Regarding 

medical services, issues to be improved included medical emergencies, 

access to medical facilities, such as drug stores and public health centers, 

and chronic senile disorders. Regarding education, child education, 

after-school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for adults were considered as 

issues to be resolved. Public transportation and students’ commute to school 

are essential issues concerning transportation, while home air-conditioning/ 

heating and street lights are problems for energy. Water and sewage, wastes, 

rundown houses, the purchase of daily necessities, public bath facilities, and 

hair salons are also issues to be solved for living convenience. Crime 

problems, traffic incidents, incidents at work, weather damages from hot 

waves, floods and snowstorms, and fire outbreak are significant issues for 

safety in rural communities.

2) Directions for improvement

For recreational improvement, the development of precise hardware such 

as VR/ AR will be useful. It can provide recreational programs, various 

information, and online shopping. And VR/ AR contents can be produced 

through IoT, big data, clouding, and AI. 

For the education area, the MOOC platform currently used for colleges is 

applicable to elementary to high school education. Also, it is necessar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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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and the platform nationwide. Giving out the platform’s IDs to rural 

students for free access is required to increase their opportunity for distance 

learning.

Automated driving, shared transportation, and on-demand services will 

improve rural transportation through IoT linkage. Also, the development of 

AI to analyze motorized traffic and the operation of Smart City’s automobile- 

related infrastructure in smart villages will be ways to improve convenience 

in transportation.

Regarding energy, smart grids using the technologi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uch as IoT and AI, will help rural communities to use power 

efficiently and save costs. Also,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device to control 

electricity in each household and an application for electricity users. 

For medical services, collection and analysis of individuals’ information 

through IoT- connected wearable devices and sporting equipment will make 

it possible to provide customized services. Although this development 

needs to be in place, the government has to seek measures to resolve issue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conflicts among different 

medical service providers, regulations on responsibilities, etc.   

Aging population and the elderly living alone are critical issues for welfare. 

Robots for caring for the elderly and underprivileged or for communication 

for emotional stability should be available for rural communities.

Safety issues are composed of two categories: one in daily living and the 

other at the workplace. Technologi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uch 

as IoT, big data, clouding, and AI, are applicable to improve safety in rural 

communities. Also,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latform for information 

delivery for spreading information to the right place at the righ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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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ther, an application for customized services should be developed.  

Big data- and AI-based forecasting and warning systems suitable for 

regional characteristics should be in place. To use technologi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for better living in rural communities, the government 

should strive for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the setup of 

infrastructures for the linkage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and the setup 

of a control tower to supervise all such endeavors. Also, there should be 

legal and regulatory measures to make the efforts proceed smoothly.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 Rural 

Affairs,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and Ministry of Economy & 

Finance should play critical roles in improving the living conditions of 

smart rural villages through inter-ministerial efforts. To execute related 

projects, the ministr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autonomous 

bodies should cooperate closely. Also, legal measures should be in place for 

the private sector’s investment.

3) Plans for rural communities in the era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Korean rural areas need plans to make them a better place to live. Firstly, 

a strategy to expand smart rural areas should be in place. As a specific plan, 

corporations in the private sector need to invest in building infrastructures, 

in which developed technologies should be delivered to end-users. Also, 

there should be measures for technologies developed through external and 

private investments to converge smoothly. Furthermore, platforms to 

manage and integrate regional information should be in place. When data 

from different areas are well united, Korean rural areas will get smarter. For 

this goal, it is necessary to build a ‘platform for smart rur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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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Also, it is urgent to develop and spread applications through 

which rural residents, the practical users of smart technologies, will be able 

to adapt to those skills easily and quickly.     

Secondly, a practical plan to expand smart rural areas should be in place 

down the road.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provide financial aids for 

necessary equipment installation and operation. Facilities should be 

constructed in consideration of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requests. 

Residents and local autonomous bodies should be confident in realizing 

smart rural areas when they have access to smart technologies. For their 

success, there should be in-depth discussions on the state of physical and 

human resources, infrastructures, essential issues to be considered, leadership, 

residents’ participation, sustainability, linkage to neighboring smart cities, 

etc.          

Thirdly, a strategy for smart infrastructures should be set up. To realize 

smart communities, Korea needs a law on smart rural areas. Currently, the 

Act on Smart City is in place and serves as guidelines for policies to build 

smart cities. In this contex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act on smart rural 

areas as guidelines for efficient formation and operation of smart rural 

villages. Based on this framework, Korean rural regions will be able to 

strengthen competitiveness and pursue sustainable growth. Through these 

endeavors, Korea will be able to realize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 and enhance national competitiveness. Efficient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are required to make rural areas smarter, and while doing so,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thoroughly protected. It is essential to 

upgrade regulations for outcomes generated by AI or related personal 

information. The development of blockchain technology will be the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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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ce for rural villages’ transformation. Also, as information networks are 

the base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broadband communication 

networks, including mobile and 5G, should be expanded.       

Fourthly, Korea needs a plan for a governance system to expand smart 

rural villages. In other words, to achieve the transformation of rural regions, 

there should be a cooperative system among stakeholders. Related 

organizations should pursue technology exchange and collaborative 

networking, and strive to attract the private sector’s investment. Considering 

the nature of smart farming village, cooperation and support among various 

organizations are essential, such as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 

Rural Affairs, Ministry of Health & Welfare,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 Rural Affairs,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 Transport, Ministry of the Interior & 

Safety, Ministry of Science & ICT,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etc. 

The control tower and working groups for the smart village should be in 

operation consistently. Also, experts from a wide range of areas such as 

welfare, medical services, transportation, energy, and safety should work 

together to transform the agrarian landscape. Inter-ministerial efforts are 

essential, notably among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 Rural Affairs,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 Transport, Ministry of the Interior & 

Safety, and Ministry of Health & Welfare. Furthermore, a smart rural village 

needs to be linked to a smart city. While cities have sufficient infrastructures 

to apply intelligent technologies, rural regions will face limitations to use 

technologies due to insufficient frameworks. Therefore, the linkage 

between a smart city and a smart rural village is ess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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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all the conditions mentioned above are satisfied, rural regions will 

achieve a transformation to become better and happier communities. The 

change can start with a quick and practical introduction of the technologi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can maximize the merits of rural 

villages while complementing their demerits. Korea needs to make a better 

choice to achieve the goal of transforming the rural area down the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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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 필요성

우리 농촌을 보는 도시민과 농촌주민은 이구동성으로 생활환경의 어려움을 말

하고 있다. 농촌 생활환경의 어려움을 감소시키기 시키기 위해 정부도 많은 정책

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국가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을 수립하였으며, 국가균

형발전총괄지표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개발하였다.1) 정량지표로는 지역 삶의 

질 향상, 경제적 가치 창출이며, 정성지표로는 주민행복, 사회적 가치 창출이다. 부

문지표로는 주거·교통, 산업 일자리, 시민참여·공동체, 보건·복지, 문화·여가, 환경, 

교육, 안전 등이며, 이를 지역 낙후도에 따라 차등 지원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제10조(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

지증진)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이 의료, 교육, 주택, 상하수

도 등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하

고 있다. 또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는 농어촌과 도시지역 간에 생활 격차를 해소하고,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1) 국가균형발전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2019).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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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주민이 도시지역 주민과 균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이 지속

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동법 제

2조에 의해 정부 각 부처별 ‘농촌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정보화마을’, 농림축산식품부는 ‘체험마을’, ‘농촌융복합산업활성지원사업’,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 환경부는 ‘환경에너지마을’ 등의 사업을 실행하고 있

으며, 농촌진흥청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농촌 관련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 위원회’에서는 성장활력 제고와 미래 대비를 위한 

‘산업혁신’과 ‘사회문제 해결’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

의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을 발표하였다(2017. 11. 30.). 4차산업혁명과 관련하

여 그간 총론 위주의 접근을 넘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새로운 변화를 창출하

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정부 각 부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협의를 통해 제

시하였다(관계부처 합동·4차산업혁명위원회 2017). 산업혁신 분야로는 의료, 제

조, 에너지, 금융물류, 농수산업 등이 있고, 사회문제 해결 분야로는 시티, 교통, 복

지, 환경, 안전, 국방 등이 있다(김연중 외 2018). 농수산분야에는 일손 부족, 재해 

확산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산-유통-재해대응 전반에 인공지능(AI) 기반 스마

트팜의 고도화, 농업 로봇 보급 확대 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재해에 효과적

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4차산업혁명과 지역혁신을 위한 정책과제 100선. 

2018�을 통해 핵심과제 20선, 일반과제 80선을 뽑아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농수

산식품 분야에서는 농업용 로봇 보급을 통한 생산성 증대, 구제역, 조류독감 등 전

염병 질병관리를 위한 지역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며, 귀농·귀촌인을 위한 지능형 

농산물 생산정보 공유 시스템 개발, 농업 인재 양성을 위한 ‘F-MOOC: Farm 

Massive Open Online Course’2)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것도 생산 분야에 

국한되어 있어, 4차산업혁명 시대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과 연계하지는 못하고 있다.

2) 앱 서비스 기반 농업 관련 강좌를 온라인을 통해서 누구나, 어디서나, 원하는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온라인 공개강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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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농업-농촌 분야에 많은 정책이 있었으나,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연계된 농촌 생활환경에 대한 정책은 거의 없었다. 농촌 관련 연

구는 농촌 복지·의료, 교육, 교통, 정주여건, 안전 등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가 있지

만, 이들 연구들이 제시한 정책방안은 법적, 제도적 접근에 치우쳐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 복지·의료, 교육, 교통, 정주여건 등의 개선을 위해 4차산업혁

명 기술을 접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특히, 제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

팅, 딥러닝, 인공지능(AI) 등의 기술을 융복합(김연중 외 2018)하는 기술적인 접

근뿐만 아니라, 최종수요자(end user)인 농촌지역에 필요한 문화여가 프로그램, 

음성기반 노인성 질환 관련 프로그램, AR/VR 등을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애플리

케이션(App.) 개발 보급 방안까지 살펴보는 것 또한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

하는 연구로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 복지, 농촌 의료, 농촌 교

육, 농촌 교통, 농촌 에너지, 농촌 정주생활, 농촌 안전 등 7개 분야에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며, 목적 달성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스마트도시와 스마트농촌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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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검토

3.1. 농촌개발에 관한 연구  

정도채 외(2018)는 사회문제 해결 등 사회적 가치에 초점을 둔 사회적 혁신정책

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혁신정책과 지원사업이 도시

를 대상으로 한 사업 및 정책에 비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

였다. 또한 농촌 정주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기술혁신을 통해 대응 가능한 사회적 

혁신 수요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기술 접근 방식의 특성, 활용 기술의 수준, 혁신 

담당 주체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유형화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육, 주택·에너지, 교

통, 보건·복지, 환경·경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사회적 혁신 수요의 존재 및 해결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대중교통 및 의료시스템은 미래 신기술 개발을 통

해 근본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농촌의 교육, 교통, 주택, 에너지 분

야에 신기술을 이용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오동훈 외(2016)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2015년부터 2016년까지 ‘ICT 융합기반의 행복한 농촌만들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였다. 오동훈 외(2016)는 먼저 OECD 삶의 질 지수, 국

민 삶의 질 지표, 농어촌서비스 기준의 공통적 행복지수 요소를 도출하고 ICT 기

술이 이러한 행복지수 개선에 요인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결과, ICT 융복

합화는 생산 및 유통 등 농업의 경제활동과 농촌의 교육, 문화, 의료 등의 생활여건 

개선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오동훈 외(2016)는 이러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행복한 농촌마을의 유형화, 표준모델 설계, 표준모델 운영을 위

한 ICT 플랫폼을 설계하여 해당 사업의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박영민·남기범(2016)은 정보화마을 사업이 도·농 간 정보격차 해소라는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으나, 정보화 환경이 모바일 기반으로 전환되면서 또 다른 형

태의 정보격차(스마트 디바이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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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사업은 이러한 스마트 디바이드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농촌지역 내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이용요금 경감, 모바일 환경 구

축, 무료 Wi-Fi 환경 확대 구축 등의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종선(2014)은 농촌 내에서 자생적으로 농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

고 있으며 모든 성공 사례에서는 일정 수준의 역량을 가진 중간조직체가 활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중간조직체들이 파편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과의 연대가 필요함을 주장하였

다. 나아가 이러한 과학기술과 농촌 내 중간조직체 간 연대 및 육성을 위해 사회기

술시스템 구축, 리빙랩 등 소규모 실증사업 실시, 사회기술시스템 환경 조성 등 시

스템 전환 기반의 사회적 혁신정책을 제안하였다.

3.2. 스마트시티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8)은 스마트시티를 “언제, 어디서나, 모든 것과 연결

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지능형 ICT 기술로 도시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편익

과 삶의 질을 향상하며,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이 실현되는 미래도시”로 정의하였

으며, 스마트시티 구성요소를 크게 인프라, 데이터, 서비스로 구분하고, 세부적으

로는 도시, ICT 및 공간정보 인프라, 사물인터넷(IoT), 데이터 공유, 알고리즘, 도

시 서비스로 구분하였다.

장환영(2018a)은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정책에 대한 흐름을 전반적으로 검토

해보고 그 성과와 한계, 세계 시장의 흐름을 반영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스마트시

티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도시 수준 및 도시의 발전단계에 따른 

맞춤형 스마트시티 정책, 기존에 구축된 인프라 위에 새로운 신기술을 적용하여 

저비용·고효율 스마트시티 정책, 스마트시티 계획 수립 시 의무적인 민간 참여, 분

야별로 단절되어 있는 정보의 적극적인 수집 및 활용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다양한 

기술의 실험 및 창의적 서비스 설계를 촉진하기 위한 테스트베드와 성과홍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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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테마형 특화단지를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장환영(2018b)은 그동안 수행되었던 스마트시티 관련 연구들을 종합으로 검토

하여 주요 이슈 간의 연계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수

행한 후, 이를 종합으로 반영한 스마트시티 정책 프레임워크 개발 방향을 제시하

였다. 국내외 연구결과를 검토하여 도출한 국내외 스마트시티 내부 핵심이슈는 

서비스 품질 및 만족도, 지역 맞춤형 스마트시티,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의 효율화, 

관리운영의 지속성 확보 등을 언급하였고, 외부 핵심이슈로는 맞춤형 시장진출, 

후속 사업과의 연계, 연관산업 동반 진출,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의 효율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핵심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는 스마트시티 관

련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요소를 세분화하고, 이를 스마트시티 구성요소와 연계·

매칭한 후, 수행 가능한 주체를 선별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국가스마트도시위

원회, 스마트도시서비스지원기관의 승인·심의과정을 거치게 되고, 정부는 이를 

재정·정책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시티 관련 내·외부

시장의 간접네트워크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과 함께 지속적

인 정보수집·모니터링 작업이 동반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영성(2017)은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스마트시티에 대한 개념과 핵

심가치를 발견하기 위해 기술 부문과 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핵심 기술

의 적용 대상과 영역별 성과 등을 간략히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기술 및 여건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스마트시티의 단계별 확산 및 지역의 혁신 방안을 제시하였다.

3.3. 선행연구와 차별성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금까지 정책이나 사업 등이 법, 제도적으로 해법

을 찾으려 노력했다면, 본 연구는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주요 이슈인 농촌

복지, 의료, 교육, 교통, 에너지, 정주생활, 안전분야 등에 대해 4차산업혁명 기술

인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AR/VR, 원격 조정, 웹사이트, 애플리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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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등을 이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U에서는 스마트빌리지 정책 효과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도·농 간 정보 및 인프

라를 활용하여 도시생활의 편리함과 농촌의 전원생활을 접목해 최적화할 수 있도

록 ‘스마트시티-스마트빌리지’ 연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스마트농촌과 스마

트시티 정책 간에는 농촌과 도시라는 공간적 차이에서 출발하는 정책적 접근 방법

과 목적·목표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사회를 구성하는 두 지역의 연결·연계

성은 양 지역 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요건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마트농촌과 스

마트시티 간의 연결·연계 관점에서 스마트시티의 인프라를 스마트농촌과 공유해

야 한다고 본다. 예로 농촌의 교통, 의료 등을 농촌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은 

시설 설치 및 운영 면에서 낭비이며,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것으로 본다. 따

라서 도시의 인프라를 농촌과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림 1-1  EU 스마트시티-스마트빌리지 연계

자료: 김석경(2018). “Better Life in Rural Area Smart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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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범위와 방법

4.1. 연구 범위

이 연구의 범위는 농촌 생활환경 개선으로 국한하며, 농촌의 경제활동은 제외

한다. 농촌 생활환경 범위 규정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

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앞의 법에서 언급한 것은 농촌 복지, 농촌 의료, 농촌 교육, 농촌 교통, 농촌 에너

지, 농촌 정주생활, 농촌 안전 등으로 농촌 생활환경 개선 7개 분야이다. 7개 분야

에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4.2. 연구 방법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문헌조사, 정책자료, 국내외 미래농촌에 대한 정책자

료 수집·분석, 4차산업혁명과 농촌 생활환경 관련 선행연구 검토, 국내외 4차산업

혁명 기술 적용 사례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농촌거주자 조사(308명)를 통해 농촌 생활환경 분야별 주요 이슈를 발굴하고, 

이들 대상으로 농촌 생활환경 만족도, 중요도,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 4차산업혁명 

기술 도입의 필요성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도시민 조사(500명)는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농촌 생활환경 개선이 필

요한 부문이 무엇인지, 향후 도시민이 원하는 농촌 생활환경의 문제점 및 중요도

를 조사·분석하였다. 도시민 조사는 도시민이 향후 농촌지역에 귀농·귀촌할 수 있

는 잠재적 대상으로 판단하여 실시하였으며, 이는 도시민이 농촌에 귀촌할 경우 

어떤 분야에서 생활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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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조사는 1차 조사 45명과 2차 FGI 조사 10명을 대상으로 농촌의 생활환

경 분야별 주요 이슈 발굴,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4차산업혁명 기술이 무엇

이 있는지를 조사·분석하였다. 4차산업혁명 기술인 IoT, 빅데이터, AR/VR, Web, 

LTE, Wi-Fi, CCTV, 드론, 블록체인 등이며, 주로 KT, SKT, LG유플러스, 학계, 정

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의 농촌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2019년 9월 8일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큰 주제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농촌’이었으며, 세부 발표내용은 7개 분야별 

미래 농촌을 위한 4차산업혁명 기술 적용실태 및 정책 방향 등이다(세미나 자료는 

부속물로 발간).

이 연구는 농촌의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아직 실천되고 있지 않아 

글로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영상을 제작하였다. 영상 내용은 농촌 생활

환경의 문제점 및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농촌 생활환

경 개선을 위한 4차산업혁명 기술 적용 가능성, 제도 및 정책 방향 등이다(제작한 

영상은 보고서 발간 후 연구원 웹사이트에 업로드 예정). 

외국의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와 정책을 조사하기 위해 EU 농촌개발

국(European Network for Rural Development: ENRD)의 스마트빌리지 담당 부서

와 정보를 교환하고 세미나를 실시하였으며, 프랑스 로흠므(Lormes)시를 방문하

여 EU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스마트빌리지 사업을 로흠므 시장 면담과 관계자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중국의 스마트빌리지 현황 조사를 현지 출장으

로 수행하였으며, 일본은 문헌조사로 대체하였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공동 연구를 통해 국내외 스마트농촌 관련 정책 동향과 

핵심과제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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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 내용 구성 및 한계

이 연구는 2년에 걸쳐 수행되었다. 1년차(2018년)에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농

업 분야를 다루고, 금년 2년차(2019년)에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농촌 분야를 다루

었다. 1년차 연구의 주요 내용은 4차산업혁명 시대 농업의 미래 이슈를 찾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후방산업의 현황과 과제, 또 주요국의 정책과 시사점, 4차산업혁

명 시대 농업의 대응전략을 수립하였다(김연중 외 2018).

2년차(2019년) 주요 내용으로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 농촌 

생활환경 개선분야를 도출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먼저 농촌과 스마트농촌을 정의

하였고, 스마트시티와 스마트농촌 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농촌의 복지, 의

료, 교통, 안전 등의 문제에 적용 가능한 4차산업혁명 기술을 소개하였으며, 농촌의 생활

환경 개선의 필요성, 만족도, 중요도, 개선분야를 도출하였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도출된 우리나라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분야에 대해 세

부적으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점 해결을 위한 4차산업혁명 기술적용 

방향과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스마트농촌과 관련된 국내 사례로 ICT 융복합 사업, 스마트빌리

지 보급 및 확산 사업, 지능형 ICT 타운 조성사업, 국내 정책으로 여러 부처가 시행

하고 있는 의료, 안전 정책을 살펴보았다. 해외 사례로 독일의 디지털 빌리지 프로

젝트, 프랑스의 로흠므 지역 사례, 영국의 농촌의 디지털화 사례, 일본의 원격 진

료 사례, 중국의 황산점촌 사례를 살펴보았고, 해외정책에서는 유럽연합의 스마

트빌리지 정책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5장은 미래 농촌을 위한 대응전략으로 미래 스마트농촌의 목표를 제시하고, 이

를 달성하기 위한 대응전략 수립과 스마트농촌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금까지 농촌 관련 연구가 많았음에도 불

구하고, 분야별로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사례가 없어, 하나의 방안으로 농촌 생

활환경 개선에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보자는 것이다. 4차산업혁명 기술 접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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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문제를 전부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며, 전부 해결할 수도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4차산업혁명 기술이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 접목되었을 때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농촌 생활환경 개선분야 7개에 대해 부정적 영향

을 전부 다룬다는 것은 너무 방대하여 다음 연구로 진행되었으면 한다. 

그림 1-2  연구체계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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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요약>3)

○ 1년차(2018년)는 농업 부문에 4차산업혁명 기술을 농업현장에 적용하여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농업의 현안문제 해결과 더 나아가 바람직한 미래농업을 

위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주요 내용이다.

○ 우리 농업의 해결과제는 고령화 및 농업노동력 부족, 경지면적의 지속적 감소, 곡물 

자급률 하락, 도·농 간 소득 격차 심화, 기후변화로 인한 재배여건 악화, 농약, 제초

제, 살충제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식품 안전성 문제 등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고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려면 4차산업혁명 응용 기술인 H/W(자율주행농기

계, 로봇, 드론)와 S/W(환경제어, 병해충예찰, 농식품 거래 플랫폼, 화상정보) 개발 

및 보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 생산 분야에 적용될 융복합 환경제어 S/W는 작물생육에 좋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병충해가 발생하지 않는 환

경을 유지하도록 하며, 자동제어로 노동력이 절감될 수 있는 S/W에 대해 연구했다. 

○ 유통 분야 S/W 개발 보급은 농식품 소비패턴 변화에 적용되어야 한다. 향후 온라인 

구매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며, 여기에 4차산업혁명 기술인 구매 애플리케이션, 

웹사이트 등에 이용되는 S/W 개발·보급의 시급성을 언급했다.

○ 소비 분야는 화상(이미지) 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식품의 

연계, 개인 맞춤형 농식품으로 서비스가 전환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했다. 

○ 4차산업혁명 시대의 우리 농업의 비전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농업의 지속

적 성장’을 제시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네 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첫째, ICT 융

복합 혁신 생태계 조성, 둘째, 기후 스마트농업과 정밀농업 확대, 셋째, 농식품 산업

의 온오프 연계 플랫폼 강화, 넷째, 농업의 외연적 확대를 위한, 바이오와 ICT 융복

합을 통한 신가치 창출 등을 제시하였다. 

3) 1년차 연구인 김연중 외(2018)를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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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시대 농촌 생활환경 개선분야

1. 농촌과 스마트농촌 정의

1.1. 농촌

농촌과 스마트농촌에 대해 개념 정도만 간략하게 정의하고자 한다. ‘농촌’이란 

용어는 다양한 학문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려

움이 있다. 사전적 의미로 농촌은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을 생업으로 삼는 지역이

나 마을, 농가가 모여 있는 마을로 정의되고 있다(농사로, 검색일: 2019. 10. 5.). 학

술과 정책 분야에서는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읍·동은 도시로, 면 지역은 농촌으로 

구분하는 방식이 통용되고 있다(이재준 외 2004).

법률적으로 ‘농촌’은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과 동 지역 중 생산·보전녹지 또는 

관리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 도지역 중 농림지역, 농업진

흥지역으로 정의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서 농

촌은 도·농복합 형태의 시에 있는 읍·면 및 군 지역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18 |

1.2. 스마트농촌 

스마트농촌은 농촌 생활환경에 ‘ICT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마트

농촌의 정의에 포함된 ‘ICT 기술’은 알려진 ICT 기술뿐만 아니라 4차산업혁명 핵

심기술인 인공지능(AI), 드론, 로봇,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5G 등의 기술을 

농촌의 혁신과 문제 해결을 위해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농림축

산식품부는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

신부는 농림부와 스마트빌리지 시범 조성 추진단(가칭)을 구성하고, 2019년 2개 

마을을 선정하였으며 2020년까지 10개 마을로 확대할 예정이다. 

선정된 2개 마을에 대해서는 5G와 IoT를 활용해 독거노인 건강을 돌보는 서비

스를 지원하고 있다. 스마트농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의 다양

성, 지역적 특성, 변화추이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 기반이 우선시되어

야 한다. 

EU에서 ‘스마트빌리지’는 지역의 자산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려는 공동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하고 ICT와 지식을 활용하여 지역의 서비스가 향상되는 마을로 정의하고 있

다(김동현 2018, 재인용).

EU의 스마트빌리지 정책은 “모든 농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형태의 

솔루션 개념이 아니고 각 지역의 필요성과 잠재력을 기초로 지역 특성에 맞춰 전

략 개발 및 투자를 지원하는 것이며, 인프라나 비즈니스 개발과 함께 기술의 중요

성을 강조”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7. 4.).  EU가 추진 중인 스마트빌

리지(Smart Villages) 프로젝트는 EU의 새로운 정책 개념으로 “유럽형 지역경제 

활성화 ICT 프로젝트”로 이해된다(김동현 2018, 재인용). 즉 도시와 농촌을 구별

하지 않고 연계한다는 것이다. 도시와 농촌에 존재하는 인적·물적 교류와 사회 인

프라를 공유하는 것이 EU의 스마트빌리지 개념이다(<그림 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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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EU의 스마트빌리지 개념도

자료: ENRD(2018b: 1).

1.3. 스마트시티와 스마트농촌 연계

스마트시티는 도시의 과밀화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차산업혁명 기

술을 도시라는 공간·사회에 접목하여 시민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마

트농촌은 지방소멸 위기에서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ICT 기술 적용

을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한다.

스마트농촌과 스마트시티 정책 간에는 농촌과 도시라는 공간적 차이에서 출발

하는 정책적 접근 방법과 목적·목표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사회를 구성하

는 두 지역의 연결·연계성은 양 지역 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요건이다. 따라서 스마

트농촌과 스마트시티 간의 연결·연계 관점에서 정책적 이슈를 검토하여 스마트농

촌 정책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농촌의 정책 범위는 4차산업혁명에서 농촌 공간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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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국가 스마트 인프라와 연계 및 통합 방안에 집중되어 있다. 국가 관점에서 스

마트시티와 스마트농촌의 인프라를 연계시킴으로써 도시의 과밀화된 인구가 농

촌으로 이동하는 등 도시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마트농촌은 도시의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농촌 생활에 적용하여 도시와 동일

한 생활서비스 및 복지수준을 갖게 하고, 농촌이 가지고 있는 녹색 공간, 지역 특색

의 가치가 부각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농촌 어메니티). 

스마트농촌 정책 방향은 수익 창출 비즈니스 모델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의 

스마트인프라 연계·보급을 통한 스마트농촌 구축방안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한

다. 스마트농촌 사업은 농촌지역개발 패키지(농림축산식품부)와 뉴딜(국토교통

부)사업, 스마트시티 사업 등과 연계가 필수 불가결하다. 

도시의 기능이 스마트시티로 통합되어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농촌의 기능을 통

합적으로 발전시킬 정책 프레임으로서 ‘스마트농촌’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스마

트농촌의 구현을 위해서는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과 스마트시티에 적

용되는 기술이 다층·다기능으로 연계하는 모델이 개발되어야 한다. 즉, 도시에 이

미 구축된 인프라를 농촌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도시의 대형 

의료시설과 농촌의 보건소 등을 연계하여 도시의 대형 의료서비스를 농촌에서 받을 

수 있게 하고, 도시의 문화생활, 교통 등도 농촌 생활환경과 연계될 때 농촌의 생활환

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 

농촌-도시 간 연계에 대한 스마트화도 상호 통합적 체계 속에서 발전방안을 찾

고 있다. OECD의 농촌정책 3.0에서도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도시지역과

의 다층·다기능적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그림 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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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스마트농촌의 발전 방향

자료: 임영훈 외(2019: 104).

스마트시티의 전체 최적화 모델(<그림 2-3> 참조)은 교통·방범·에너지·행정·생

활·소매·의료 등 전 분야 데이터의 축적과 분야별 데이터를 통합분석하여 스마트

시티를 최적화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임영훈 외 2019, 재인용).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마을 단위에 대한 통합적인 보안·환경·헬스케어·시설물·

에너지 등에 대한 관리통제용 시스템 분야는 이미 기술적으로 성숙 단계이다. 경

북 영천의 도시미행 협동조합은 마을공동체를 위한 스마트관제 플랫폼을 개발·공

급하고 있다.

그림 2-3  스마트시티의 데이터 사이클별 최적화 모델

자료: 임영훈 외(2019: 10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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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스마트농촌을 위한 4차산업혁명 기술 

1.4.1. 스마트농촌의 분야별 문제점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스마트농촌 분야는 앞에서 언급한 바로 7개 분야이

다. 농촌 복지, 의료, 교육, 교통, 에너지, 정주생활, 안전이다. 이러한 7대 분야별 

농촌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농촌 복지 분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은 독거노인 돌봄, 장애인 복지, 마을의 복지생활 등이다, 의료 분야에는 긴급상황 

발생 시 119 차가 지역에 도달하는 시간 지연, 병원에 가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소

요하게 되는 것이고,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시스템의 열악이며, 교통 분야는 대중

교통의 배차 시간이 길어 필요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하다는 것이다. 

그림 2-4  스마트농촌을 위한 4차산업혁명 기술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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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분야에서는 도시에 비해 냉난방 비용이 과다한 것이며, 밤길이 밝지 않

다는 것이다. 정주생활 분야에서는 거주 주민이 적어 도시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폐기물의 처리가 늦다는 것이고, 주택관리도 개별적으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안전 분야에서는 농작업 시 발생하는 사고와 생활하면서 발생하

는 안전 부문이 도시에 비해 열악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도시에 비해 농촌 생활환경의 열악한 부문에 4차산업혁명 기술인 사

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5G, 블록체인, AR/VR 등의 기술을 적용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1.4.2. 분야별 문제점 해결을 위한 4차산업혁명 기술

이를 해결하기 위한 4차산업혁명 기술인 IoT,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5G, 블록

체인, AR/VR 등을 이용하자는 것이다(<그림 2-5> 참조). 각 기술을 설명하면 다

음과 같다.

그림 2-5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4차산업혁명 기술

자료: 김연중 외(201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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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물인터넷(IoT)

사물인터넷(IoT)은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주

고받는 기술이다(네이버 지식백과, 검색일: 2019. 9. 7.). 사람, 사물, 프로세스 등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정보가 생성·수집·공유·활용되는 미래 네트워크 

기술이다. 사물인터넷 시대가 열리면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는 사람의 도움 없이 

서로 알아서 정보를 주고받으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검색일: 

2019. 9. 7.). 예를 들어, 손목 팔찌에 센서를 달아 개인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이

상이 있을 시 바로 119 또는 자녀에게 신호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그림 

2-6> 참조). 

농촌에 활용될 수 있는 사물인터넷 기술은 독거노인, 농작업자 등에게 손목 팔

찌를 착용하도록 하여 착용자의 활동량 감지, 가스 감지, 화재 감지, 농작업 사고 

발생 등을 감지하여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119 또는 의료기관에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기술 등이 있다(김연중 외 2019). 

그림 2-6  농촌 생활환경에 적용된 사물인터넷(IoT)

자료: 김연중 외(2019: 13).

농촌생활에서 IoT 기술은 여러 곳에 활용될 수 있다. 농촌의 생활폐기물, 쓰레

기통 수거 시기를 결정할 수 있고, 농촌은 도시에 비해 밤길이 어두워 센서를 통해 

통행자가 있을 경우 점등이 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또한 도시에 비해 단독 주택이 

많아 상하수도에 문제가 있을 시 바로 관리하는 기관에 이상 신호를 보내 신속하

게 대응하는 등 농촌에 사물인터넷 기술은 매우 유익하게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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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공지능(AI)

인공지능(AI)은 인간처럼 생각하며 행동하는 시스템이며, 기계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며 행동하는 시스템으로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 학습, 자기 개발 

등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네이버 지식백과, 검색일: 2019. 9. 7.). 머

신러닝(Machine Learning: ML)은 기계 학습을 의미하는데, 인공지능 기술의 한 

분야이며, 경험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 예측 및 스스로 성능 향상을 위한 시스

템이다. 딥러닝(Deep Learning: DL)은 다층구조 형태의 신경망을 기반으로 하는 

머신러닝의 한 분야로, 다량의 데이터로부터 양질의 결과를 모델화하는 방법이

다(최도연 2019).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 병원수술 장비에 적용된 기술은 인공지

능(AI)이다. 인간의 지능이 할 수 있는 사고·학습·모방 등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

록 한 기술을 의미하며, 일상생활 여러 장치에 적용되면 정교하고 보다 더 편리함

을 더해줄 수 있는 기술이다(<그림 2-7> 참조). 

인공지능(AI) 기술은 농촌의 교통 분야 문제를 개선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농

촌은 도시에 비해 교통이 불편하여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자율주행차량, 공유

택시, 수요응답형 차량 등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차량을 기다리는 사람이 산재해 

있을 때, 인공지능(AI)을 통해 농촌도로의 동선을 분석하여 차량이 최적으로 운행

할 수 있도록 분석해 줄 수 있다.

농촌의 복지차원에서 고령자, 독거노인의 돌봄에 인공지능(AI) 기술이 이용될 

수 있다. 고령자와 독거노인에게 말벗이 될 수 있고, 노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날

씨, 미세먼지 농도 등을 확인하는 데도 이용될 수 있다. 이외에도 응급상황에서 도

움이 필요할 때, 휴대폰에 ‘연락 좀 해줘’ 또는 ‘살려줘’ 등을 말하면 119, 병원 또

는 자녀에게 바로 연결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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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농촌 생활환경에 적용된 인공지능(AI)

자료: 김연중 외(2019: 13).

다. 빅데이터

빅데이터(Big Data)는 정형/반정형/비정형 데이터를 해석이 가능한 데이터로 

처리하고, 목적에 따라 모델링을 통한 예측 및 추천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데이터의 양, 생성주기(실시간 생산), 형식(문자, 영상, 소리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 

포함) 등 과거 데이터에 비해 규모가 크고, 형태가 다양하여 기존의 방법으로는 수

집, 저장, 검색, 분석이 어려운 방대한 크기의 데이터이다(송민정 2012). 

예를 들어, 병원에서 개인기록 등의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

여, 언제, 어디서든 의료 행위를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용된다. 

개인정보 관리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블록체인과 같은 암호화 기술이 병행

되어야 한다(<그림 2-8> 참조). 

그림 2-8  농촌 생활환경에 적용된 빅데이터(Big Data)

자료: 김연중 외(201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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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서는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통계 서비스로 농촌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

다. 영농활동에서 오는 무릎관절염 질환, 농약 중독 피해, 일사병 재해사망 등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행정구역별 농작업 재해지도 또는 재해 질환 유형별 재

해 통계지도를 작성하고, 맞춤형(지역별, 질환별) 순회 진료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김연중 외 2019). 

라. 클라우드(Cloud)

클라우드(Cloud)는 사물인터넷 등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 인공지능을 통해 가

공된 정보 등을 접속 매체에 저장해 올려놓는 기술이다. 클라우드를 이용하게 되

면 애플리케이션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개발, 배포하고 시스템을 빠르게 확장 가

능하게 하며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검색일: 2019. 9. 7.). 

즉, 컴퓨터, 휴대폰, SNS 등 모든 정보통신기기에 매일 쏟아지는 정보들을 빅데

이터라고 하는데 이를 분석하면 일상 소비 패턴을 예측해 중요도에 따라 체계적으

로 배열된다. 이를 클라우드에 올려놓으면 필요에 따라 적합한 정보를 바로 다운

받아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데이터를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컴퓨터에 저장해서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시

간 및 장소에 구애 없이 어디서든 업무가 가능하다(<그림 2-9> 참조).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정보는 정형, 비정형, SNS 등에서 얻을 수 있다. 지역의 

기상정보, 지역의 명소, 관광지, 맛집, 숙박 정보, 편의시설인 시장정보, 병원, 약

국, 주유소 정보, 교육 관련 정보, 초·중·고 등의 학교, 공공기관인 면·읍 사무소, 파

출소, 우체국 정보를 클라우드에 올려놓으면, 지역주민, 방문객, 관계자 등이 클라

우드를 통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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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농촌 생활환경에 적용된 클라우드(Cloud)

자료: 김연중 외(2019: 13).

마. 5G(5세대 이동통신)

5세대 이동통신(5th generation mobile communications: 5G)은 초고대역 주파

수를 사용하여, 최대 다운로드 속도가 20Gbps, 최저 다운로드 속도는 100Mbps, 1㎢ 

반경 안에 있는 100만 개의 기기에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시

속 500㎞ 고속열차에서도 자유로운 통신이 가능한 통신서비스를 말한다(테크M 

기사 2018. 3. 8.). 

농촌 분야에는 5G 기술을 기반으로 지능형 CCTV, 원격진료, 자율주행차가 등

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안전, 의료, 교통, 교육 등 정주 여건이 열악한 농촌의 생활 

수준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농촌지역에 5G 기술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상당한 수준의 투자가 필요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김용렬 외 2019).

바. 블록체인 

블록체인은 모든 구성원이 분산형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 및 가치를 검증, 저장, 

실행함으로써 특정인의 임의적인 조작이 어렵게 설계된 분산 컴퓨팅 플랫폼 기술

이다.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제3의 기관(Trusted Third Party)의 도움 없이 거래 참

가자들이 거래 기록을 각자 보관하며, 각 참가자들이 공동으로 인증하여 거래가 

성립되는 P2P(Peer to Peer) 형태의 기술이다(박현제 2017.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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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작물의 수급정보, 가격정보 등을 블록체인 네트워크 형태로 서비스

하게 되어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그 정보를 조작, 독점할 수 없도록 하는 농업정보

서비스 기술이다.

사. 가상/증강현실(VR/AR)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은 특수한 안경과 장갑 등을 사용하여 인간의 시

각, 청각 등 감각을 통하여 가상세계가 현실인 것처럼 유사 체험하게 하는 기술을 

말한다.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은 실물에 3차원의 가상물체를 겹쳐서 

보여주는 기술을 활용해 현실과 가상환경을 융합하는 기술이다(네이버 지식백과, 

검색일: 2019. 9. 7.). 

VR(가상현실)이 농촌생활에 이용되면 도·농 간 문화 격차가 조금이나마 해소

될 수 있다. 농촌 마을 회관 등 공공장소에 5G 기반 VR 카페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고, 이곳에서 VR 실감 영화감상, VR 실감 게임, VR 스포츠 등을 감상할 수 있다

(신영석 외 2017, 재인용)

AR(증강현실)의 농업 부문에 대한 적용은 스마트팜 내에서 작물을 키우는 경

우,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를 농가 현장에 설치된 실제 환경에 가상의 그래픽 영상

을 더하여 실제 보이지 않는 정보를 안경을 통해 디스플레이하고, 관련 병해 및 생

육 정보 등을 전문가와 직접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그림 2-10  농촌 생활환경에 적용된 AR/VR

자료: 김연중 외(201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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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차산업혁명 기술 적용의 필요성 및 개선분야 

2.1. 4차산업혁명 기술 적용의 필요성

도시민과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4차산

업혁명 기술 적용의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70% 이상이었다. 도시민은 

농촌의 의료 분야를, 농촌주민은 농촌의 화재 및 도난 방지에 4차산업혁명 기술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도시민이 생각하는 농촌의 생활환경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4차산업혁

명 기술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료 분야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

며, 특히 구급차가 30분 이내에 도착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안전 분야에서는 

소방차와 경찰차가 10분 이내에 도착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또한 범죄예방 차원

에서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정주생활 분야에서는 쓰레기 및 폐

기물 처리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였다. 

농촌주민이 생각하는 농촌의 생활환경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4차산업

혁명 기술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생활안전 분야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

였으며, 특히 소방차 및 경찰차가 10분 이내에 도착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복지 분야에서 독거노인 돌봄은 농촌주민의 경우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

다. 농촌주민이 도시민에 비해 독거노인 문제 해결을 위한 첨단 정보 기술 도입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현재 기술로는 부족하나마 사물인터넷

을 통해 독거노인의 움직임, 심장박동수 등을 이웃, 자녀 등에게 실시간으로 전달

할 수 있는 기술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4차산업혁명 기술인 IoT, 인공

지능(AI)을 활용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표 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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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농촌 생활환경별 4차산업혁명 기술 도입 필요성

단위: %

농촌 생활환경

도시민 농촌주민

필요함 보통
필요하지 

않음
필요함 보통

필요하지 
않음

복지
독거노인 돌봄 57.2 33.8  9.0 70.4 23.4 6.3

장애인 복지  42.8  43.4 13.8 40.7 40.0 19.3

의료

기초적인 응급장비 마련  85.8  10.4  3.8 84.7 11.9 3.4

30분 내 구급차 도착  90.2   6.0  3.8 93.7 5.6 0.7

원격진료시스템  79.8  15.4  4.8 74.3 17.7 8.0

교육

마을공부방  55.2  37.8   7.0 51.2 35.6 13.2

화상통화 및 화상교육  49.8  41.0   9.2 52.7 34.9 12.4

글로벌 멘토링  47.2  40.4  12.4 53.9 36.4 9.8

주민대상 IT, 블로그, SNS 활용 교육  53.2  35.2  11.6 66.3 23.6 10.1

교통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70.2  24.4   5.4 66.1 26.4 7.5

모바일택시호출앱  65.4  28.2   6.4 64.5 26.8 8.7

대중교통 정보시스템  78.6  16.6   4.8 65.6 27.4 7.0

에너지
농촌에너지자립사업  74.6  20.8   4.6 78.9 16.8 4.4

스마트가로등 설치  81.4  13.4   5.2 80.2 17.1 2.7

정주생활

상하수도 자동 검측  80.2  15.4   4.4 77.0 18.2 4.7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  83.4  12.8   3.8 90.0 8.0 2.0

주택관리 자동화  68.0  26.2   5.8 70.4 23.2 6.4

생필품 구매 편의  83.4  12.4   4.2 67.3 28.3 4.4

안전

범죄발생 예방 CCTV  86.8   8.8   4.4 91.0 7.4 1.7

지능형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  78.6  16.6   4.8 80.5 15.4 4.0

10분 내 소방차 및 경찰차 도착  89.6   6.2   4.2 92.5 5.8 1.7

평균  71.5  22.2   6.4 72.00 21.42 6.59

자료: 연구진 조사(2019). 도시민 조사 및 농촌주민 조사.

2.2. 농촌 생활환경 개선분야

2.2.1. 젊은 층일수록 교육, 노년층일수록 에너지 분야 

농촌주민의 생활환경별 개선 중요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는 교육의 개

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젊은 층의 경우 교육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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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노년층은 에너지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

고 있었다. 이는 농촌의 냉난방 시스템이 도시에 비해 에너지 손실이 많고, 도시는 

도시가스와 중앙난방을 하는 반면, 농촌은 전기와 경유보일러를 이용하기 때문에 

난방비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30대 이하는 교육과 복지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70대 이상

은 타 연령대에 비해 의료와 에너지 분야의 개선 중요도가 높게 나타나 연령대별

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1  분야별·연령별 농촌 생활환경 개선 중요도

단위: %

<에너지 분야> <교육 분야>

자료: 연구진 조사(2019). 농촌주민 조사.

2.2.2. 저소득층은 교통, 고소득층은 의료 분야 

농업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인 저소득층은 교통 분야의 개선 중요도가 높게 나타

난 반면, 농업소득이 5천만 원 이상인 고소득층은 의료 분야의 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저소득층은 고령자이거나 자가용이 없어 대중교통

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고소득자는 교통보다는 건강에 관심

을 더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에너지 분야는 농업소득이 가장 낮거나, 가장 높은 그룹에서 개선 중요도

가 높다고 응답을 하였는데, 농업소득이 낮은 그룹은 생활에너지가 부담인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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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이 높은 그룹은 농업생산에 사용되는 에너지 비용 부담에 의한 것으로 분

석된다.

2.2.3. 귀촌자들은 복지 및 정주생활 분야

과거부터 농업에 종사하거나 귀농을 한 응답자들은 개선 중요도를 복지, 의료, 

정주생활 순으로 응답한 반면, 귀촌을 한 응답자들은 정주생활, 의료, 복지 순으로 

응답하여, 타 그룹에 비해 귀촌자들이 정주생활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귀촌의 경우 도시생활에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상하수도 관리, 음

식물 쓰레기 처리, 주택 관리, 생필품 구입 등을 귀촌생활에서는 각자 개인이 처리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농촌 생활환경 만족도와 개선방향 

3.1. 농촌주민의 생활환경 만족도

3.1.1. 젊은 층일수록 농촌의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

농촌주민의 농촌 생활환경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의료, 교육, 교통, 에너지 분야

에 3점 미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조사 결과 나이가 많을수록 의료와 교육, 교통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반면 에너

지의 경우 나이가 적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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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분야별·연령별 농촌 생활환경 만족도

단위: 점

<의료 분야> <교육 분야>

<교통 분야> <에너지 분야>

주: 매우 불만족 1, 불만족 2, 보통 3, 만족 4, 매우 만족 5.

자료: 연구진 조사(2019). 농촌주민 조사.

3.1.2.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농촌의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

농업소득이 높아질수록 정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업소득이 3천만 원 이상인 응답자에서는 농업소득이 높아질수록 복지, 의료, 교

육, 안전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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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분야별·농업소득별 농촌 생활환경 만족도

단위: 점

<정주생활 분야> <안전 분야>

주: 매우 불만족 1, 불만족 2, 보통 3, 만족 4, 매우 만족 5.

자료: 연구진 조사(2019). 농촌주민 조사.

3.1.3.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농촌의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

응답자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복지, 교통, 에너지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14  분야별·교육수준별 농촌 생활환경 만족도

단위: 점

<복지 분야> <에너지 분야>

주: 매우 불만족 1, 불만족 2, 보통 3, 만족 4, 매우 만족 5.

자료: 연구진 조사(2019). 농촌주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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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농촌의 생활환경 중요도 및 개선분야

3.2.1. 도시민과 농촌주민이 생각하는 농촌 생활환경 개선의 중요도 

도시민과 농촌주민이 생각하는 농촌 생활환경의 중요도를 살펴보았다(<표 

2-2> 참조). 도시민 조사는 도시민이 향후 농촌지역에 귀농·귀촌할 수 있는 잠재

적인 대상으로 판단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도시민이 농촌에 귀촌할 경우 어

떤 생활환경 개선에 관심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가. 도시민이 생각하는 농촌 생활환경 개선 중요도

도시민이 생각하는 농촌 생활환경의 중요도를 보면, 농촌 응급상황과 의료시설 

접근성, 상하수도와 쓰레기 문제 등을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분야별로는 복지 분야에서는 ‘독거노인이나 노인 돌봄’ 문제, 의료 분야에서는 

‘농촌의 응급상황 대응’, 교육 분야에서는 ‘아동 교육’, 교통 분야에서는 ‘학생 통

학’, 에너지 분야에서는 ‘가정용 냉난방’, 정주생활에서는 ‘상하수도와 쓰레기 문

제’, 안전 분야에서는 ‘교통 및 농작업 사고’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나. 농촌거주자가 생각하는 농촌 생활환경 개선 중요도

농촌거주자가 생각하는 농촌 생활환경의 중요도를 보면 가장 먼저 농촌 복지에

서는 ‘독거노인과 노인 돌봄’ 분야가 ‘문화와 여가프로그램’ 및 ‘농업인의 장애인 

복지’ 등 타 분야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농촌 의료에서는 ‘농촌 응급상황’과 ‘의료

시설 접근성’ 분야가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약국, 보건소 접근성’, ‘만성 노인성 

질환’ 등 순으로 나타났다. 농촌 교육에서는 ‘아동 교육’과 ‘방과 후 교육’ 분야가 

‘어른 평생 학습기회’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농촌 교통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분야가 가장 높고, ‘학생 통학’도 중요하나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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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인의 안전과 직결된 ‘이동수단으로 농기계 이용’에 대한 분야가 상대적으로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에너지는 ‘가정 냉·난방’과 ‘가로등’ 등의 분야가 비슷

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농촌 정주생활에서는 농촌의 ‘상하수도, 쓰레기 문제’, ‘낡

은 주택’, ‘생필품 구입’ 분야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목욕탕, 이·미용실’ 

불편에 대한 분야가 상대적으로 낮다. 농촌 안전은 ‘범죄 문제’의 대응 분야가 가

장 높고, ‘교통 및 농작업 사고’, ‘홍수, 폭염, 폭설 등 기상재해’와 ‘화재발생’ 분야

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도시민과 농촌거주자의 농촌 생활환경별 중요도 

단위: %

농촌 생활환경
도시민 농촌거주자

중요함 보통 중요하지 않음 중요함 보통 중요하지 않음

복지

문화, 여가프로그램 77.4 17.6 5.1 55.4 29.0 15.6 

독거노인, 노인 돌봄 82.9 14.0 3.0 72.4 15.4 12.2 

농업인의 장애인 복지 73.0 21.2 5.8 59.8 28.8 11.4 

의료

농촌 응급상황 93.3 4.7 2.0 88.0  5.4  6.6 

의료시설 접근성 89.7 8.3 2.0 88.2  6.4  5.4 

만성노인성 질환 83.9 13.8 2.3 76.2 17.0  6.8 

약국, 보건소 접근성 78.5 19.1 2.4 86.4  6.8  6.8 

교육

아동 교육 79.7 17.9 2.4 67.4 22.4 10.2 

방과 후 교육 73.1 22.9 4.0 60.6 29.8  9.6 

어른 평생학습 기회 68.9 25.1 6.0 47.4 42.8  9.8 

교통

대중교통 이용 75.3 19.7 5.0 80.8 12.0  7.2 

학생 통학 80.7 16.6 2.7 74.0 16.4  9.6 

이동수단으로 농기계 이용 32.1 36.9 31.1 33.8 47.0 19.2 

에너지
가정 냉난방 86.7 10.3 3.0 79.4 14.6  6.0 

가로등 75.4 21.9 2.7 79.8 14.2  6.0 

정주생활

상하수도, 쓰레기 문제 86.0 11.6 2.3 82.4 12.0  5.6 

낡은 주택 76.5 19.8 3.7 78.2 13.8  8.0 

생필품 구입 61.7 33.7 4.7 80.8 13.2  6.0 

목욕탕, 이미용실 65.2 27.7 7.1 64.4 28.8  6.8 

안전

범죄 문제 75.5 20.5 4.0 80.0 13.0  7.0 

교통 및 농작업 사고 83.7 13.6 2.7 77.2 15.6  7.2 

홍수, 폭염, 폭설 79.5 16.8 3.7 73.8 18.6  7.6 

화재 발생 82.4 15.5 2.0 74.4 18.2  7.4 

평균 76.57 18.66 4.77 72.2 19.2  8.6 

자료: 연구진 조사(2019). 도시민 조사 및 농촌주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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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분야

농촌거주자, 도시민 조사에서 얻을 수 있는 농촌 생활환경 분야별 세부 내용을 

도출하였다(<그림 2-15> 참조). 

농촌 복지 분야에서는 농촌지역에서 할 수 있는 문화·여가프로그램 개발, 독거

노인의 돌봄서비스, 농업인의 장애인 복지 등이다. 농촌 의료 분야에서는 농촌이 

도시에 비해 의료시설이 적고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농촌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

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의료시설의 접근성 개선, 농촌의 특성상 만성노인성 질

환에 대한 정기적 검사와 대처방안 등이 필요하다. 

농촌 교육 분야에서는 농촌지역이 도시에 비해 어린이의 수가 적어 아동 교육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농촌에 거주하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동 교육 및 방과

후 교육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에서는 그

림 그리기, 악기 다루기, 공예, 문학 분야 등 평생학습기회가 많고 다양한 반면, 농

촌은 부족하기 때문에 농촌에도 도시의 인프라와 연계되어 평생학습기회가 제공

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농촌 교통 분야에서는 대중교통의 운행횟수 및 노선 등에 만족하지 못하고, 특

히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자율주행 자동차, 공유택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농촌 에너지 분야에서는 도시 주택에 비해 냉·난방 비용이 많이 든다. 농촌주택

의 단열, 보온장치 개선,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농촌 정주생활 분야에서는 농촌의 상하수도 문제, 쓰레기 처리 문제, 생필품 구

입 문제, 목욕탕 및 이미용실 이용 등에 불편을 겪고 있고, 농촌 안전 분야에서는 

범죄 문제, 농작업을 혼자 하다가 사고 발생 및 화재 발생 시 긴급 대처 문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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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농촌 생활환경 개선분야

자료: 저자 작성. 

3.2.2. 전문가가 생각하는 농촌 생활환경 개선 특성 

농촌 생활환경 관련 전문가 조사에서는 전체 생활환경 분야 중 가장 시급성과 

중요성이 높은 분야는 의료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복지와 정주생활도 타 분야에 

비해 시급성과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래성은 복지, 의료, 정주생활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공공성은 복지, 교육, 교통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생활

환경 분야별로 살펴보면 복지는 4가지 특성 중 공공성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

고, 의료는 중요성, 교육은 공공성, 교통은 공공성, 에너지는 미래성, 정주생활은 

중요성, 안전은 공공성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40 |

표 2-3  전문가가 생각하는 농촌 생활환경 개선의 특성

단위: 점

구분 복지 의료 교육 교통 에너지 정주생활 안전

시급성 3.79 4.17 3.52 3.50 3.33 4.00 3.74

중요성 4.10 4.24 3.86 3.57 3.60 4.05 3.95

미래성 4.10 3.95 3.81 3.48 3.69 3.95 3.76

공공성 4.24 4.19 4.05 4.02 3.38 3.93 4.00

주: 매우 낮다 1, 낮다 2, 보통 3, 높다 4, 매우 높다 5.

자료: 연구진 조사(2019). 전문가 조사. 

3.2.3.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 우선순위 

농촌거주자와 도시민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 농촌 복지, 농촌 의료, 정주생활 순

이다. 농촌 교육, 교통, 에너지, 안전 분야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어, 정

부 및 지자체 등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표 2-4  농촌거주자 및 도시민이 생각하는 농촌 생활환경 개선 우선순위

구분 복지 의료 교육 교통 에너지 정주생활 안전 합계

농촌

거주자

1순위 비율 34.9% 23.0% 7.0% 5.6% 6.3% 16.7% 6.5% 100.0%

가중 합계* 787 520 158 126 143 378 146 2,258

도시민
1순위 비율 30.0% 26.8% 7.8% 7.2% 8.1% 14.6% 5.4% 100.0%

가중 합계* 802 715 209 193 217 390 145 2,671

주: 가중합계란 1순위 5, 2순위 3, 3순위 1의 가중치를 적용한 합계를 의미함.

자료: 연구진 조사(2019). 도시민 조사 및 농촌주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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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시대 

농촌 생활환경 개선방향

1. 농촌 문화·여가 

1.1. 농촌 문화·여가 실태 및 문제점

본 장은 제2장에서 농촌주민, 도시민, 전문가 등이 농촌 생활환경 개선이 필요

하고, 중요하다고 언급한 부문에 대한 개선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민들의 문화·

여가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수도권으로 집중된 문화·예술 

인프라는 여러 연구와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삶의 질 관련 문제점 

중 하나이다. 2019년 8월 기준 약 56%의 공연시설이 서울과 경기권에 포함되어 

있으며, 시설만큼이나 공연의 종류, 횟수도 비수도권 지역의 비중이 현저히 낮다

(네이버 블로그 CY: Stage, 재인용. 검색일: 2019. 9. 12.). 

공연시설뿐만 아니라, 문화·여가 인프라 등 전체 문화기반시설의 37%가 서울·

인천·경기의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비수도권 지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

다. 더 나아가, 비수도권 지역 내에서도 시·군 간 문화기반시설 격차가 존재하고, 

농촌지역일수록 이러한 격차는 커지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시는 평균 15.6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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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반시설이 있는 반면, 군 지역은 9.9개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문화체

육관광부 2018).

이러한 농촌지역의 문화·여가 인프라의 부족 및 낮은 밀도는 농촌주민의 낮은 

문화·여가 만족도로 이어진다. 유은영(2018)에 따르면, 문화·여가는 7대 정책 부

문 중 경제활동·일자리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만족도가 낮은 부문으로 나타났다. 특

히, 문화·여가 시설 이용과 문화·여가 프로그램 마련 항목의 농어촌지역의 만족도

는 도시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대로 도시지역에 

비해 부족한 인프라로 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1  농어촌 주민의 부문별 만족도

단위: 점

주: 11점 척도(0~10점 부여)를 사용하여 조사한 결과임.

자료: 유은영(2018).

도시와 농어촌 주민의 주된 문화·여가 활동을 비교해보면, 도시민은 농어촌 주

민에 비하여 문화·예술 관람 및 활동과 스포츠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으며, 반면 

농어촌 주민은 TV 및 라디오 시청과 사회활동과 같이 인프라가 많이 요구되지 않

는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농촌진흥청 2019).

또한, 이와 같은 문화·여가 활동에 대하여 만족한다(매우 만족+만족)고 응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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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도시민의 경우 34.5%인 것에 비해 농어촌 주민은 이보다 10.1%p 낮은 

24.4%로 나타나, 농어촌 주민의 문화·여가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도시민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농촌진흥청 2019).

그림 3-2  도시민과 농어촌 주민의 주된 문화·여가 활동

단위: %

자료: 농촌진흥청(2019).

농어촌 주민이 도시민에 비하여 문화·여가 활동을 즐기기 어려운 이유는 비용

이나 시간적 여유뿐만 아니라,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 부족과 이동 및 거동 불편의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농촌주민의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에 대한 욕

구가 농촌지역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하여 채워지지 못하고 TV 및 라디오 시청과 

같은 수동적 활동으로 해소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농촌주민의 문화·여가 만족

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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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도시민과 농어촌 주민의 주된 문화·여가 활동 시 어려움

단위: %

자료: 농촌진흥청(2019).

1.2. 4차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농촌 문화·여가

이와 같은 문화·여가 관련 도·농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이 시도

되었으며, 마을 영화관이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마을 영화관은 도·농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농촌주민의 여가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된 사업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최신 영화, 드라마 등과 같은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였다. 하

지만 마을 영화관 사업이 빔프로젝터, 고성능 스피커, 와이드 스크린, 셋톱박스와 

같은 하드웨어 지원 및 설치에 그침에 따라 실제 농촌주민의 활용도와 만족도는 

높지 못한 상황이며, 마을 영화관이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가 영화나 드라마 정도로 

농촌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을 지원해 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

한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4차산업혁명 기술로 VR과 AR이 제시되고 있다. 

VR과 AR을 이용한 문화·여가 서비스는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활발히 개발되고 

있으며, 이미 몇몇 서비스는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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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의 경우 기기(하드웨어)는 상용화되었으며, VR을 이용한 영화, 게임, 스포

츠 등이 제공되고 있다. VR을 이용하면 문화시설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기존보다 

더 실감나는 문화·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촌주민이 자택에서 VR

기기만 착용한다면, 극장이나 공연장, 경기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현장감

을 느끼며 공연이나 운동경기를 관람할 수 있고, 유명 관광지나 유적지 등도 직접 

방문하여 관람하는 것처럼 체험 가능하다.

AR은 현재 전용기기가 개발 중에 있어 상용화는 VR보다 느리지만, 상용화가 

된다면 AR의 활용도는 VR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AR을 이용한다면 문화·여

가 교육이나 다양한 정보 제공, 오락, 쇼핑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

들은 AR이 상용화된다면 농촌주민이 핸드폰이나 AR기기만 이용하여 공간의 제

약 없이 어디서나 다양한 문화·여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

다. AR을 이용한 대표적인 문화·여가 활동으로는 다양한 스포츠, 예술 등의 강의 

및 교육과 오락활동이 가능하다.

그림 3-4  VR과 AR을 활용한 문화·여가 예시

자료: 신영석 외(201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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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개선방향

이러한 농촌 문화와 여가활동 실현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4차산업혁명 기술 도

입이 필요하다. AR/VR 등 정교한 하드웨어 개발은 물론, 이를 실현할 콘텐츠를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와 AI 기술로 구현하고, 이를 초고속 통신망을 통해 수요

자에게 적절히 제공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등의 개발이 요구된다. 

하드웨어 개발과 관련하여 AR의 경우 아직 전용기기가 상용화되지 않아 기술

적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농촌지역에서 VR과 AR을 이용한 문화·여가 활동이 확

산되기 위해서는 노령층이 많은 농촌의 특성을 반영한 직관적이고 이용하기 편리

한 인터페이스 개발이 필수적이다. 더 나아가 농촌 환경과 농촌주민의 니즈를 반

영한 농촌 특화 AR 기기 및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문화·여가 여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VR, AR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농

촌주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마을 영화관과 같은 기존의 문화·여가 사업들의 

실패 이유를 살펴보면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즉, 콘텐츠의 문제가 컸다.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설비는 구축되어 있지만, 콘텐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인 비용이 들고, 원하는 콘텐츠가 없기 때문에 농촌주민들의 이용률이 낮아지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농촌주민의 니즈를 반영

한 콘텐츠 개발과 농촌지역 VR, AR 콘텐츠 제공을 위한 전국 또는 지역 단위 공동 

플랫폼을 구축하고 콘텐츠의 공동구매 및 공동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 농촌 교육

2.1. 농촌 교육 실태 및 문제점

제2장의 농촌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에 대한 농촌주민의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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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다소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나이가 젊을수록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감소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학교 교육의 주 관심층인 30대 이하는 교육이 복지 다

음으로 해결 중요도가 높은 분야라고 응답하였다.

유은영(2018)에 따르면, 교육은 7대 정책 부문 중 경제활동·일자리와 문화·여

가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민과 농어촌 주민 

간 만족도 차이도 두 번째로 크게 나타났다. 교육 부문의 세부 항목 중 농어촌 주민

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평생학습 기회’로 나타났는데, 이는 농어촌지역 주

민의 고령화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교육 부문의 세부 항목 중 도·농 간 만족

도가 가장 크게 차이나는 항목은 학교 교육과 관련된 항목으로 통학의 편리성, 학

생들의 성취수준, 방과 후 교육 등에 대해 도시와 농어촌 간 만족도 차이가 특히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3-5> 참조).

그림 3-5  교육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단위: 점

주: 11점 척도(0~10점 부여)를 사용하여 조사한 결과임.

자료: 유은영(2018).

이와 같은 도·농 간 학교 교육 만족도 차이는 농촌의 학교 교육 환경 및 질이 도

시에 비해 열악하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농촌의 학령인구 감소→학교 통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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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교육여건 악화→학생 유출→학력인구 감소의 악순환에 의한 것으로 조사되

었다. 이와 같은 교육여건의 악화는 결국 낮은 학업 성취로 이어졌으며, 실제로 농

촌지역 학생의 학업 성취수준은 도시지역 학생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림 3-6  지역 규모별 중학생 성취수준 비율(2018년)

단위: %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9).

또한 전반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학생의 통학에 소요되는 시간이 도시지역 학생

보다 큰 것으로 조사되어, 교육시설 즉 학교에 대한 접근성도 농어촌 지역이 도시

지역보다 더 낮고, 고등교육(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로 갈수록 접근성은 

더 낮아지고 도시와의 격차도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방과 후 프로그램 및 강사 지원이 가장 필

요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다음으로 지역 특성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우수

교사 확보 순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지역에 비해 사교육 접근성

이 낮기 때문에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강사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으

며, 통학 시간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통학버스 운영에 대한 필요성도 도시지역보

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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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통학 시 편도 소요시간

단위: 분

자료: 농촌진흥청(2019).

그림 3-8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단위: %

자료: 농촌진흥청(2019).

2.2. 4차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농촌 교육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과 기술의 접목은 꾸준히 시도되어왔

다. 1990년대 후반부터 ICT를 교육에 활용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으며, 이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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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닝(e-learning), 유러닝(u-learning) 등을 거쳐 에듀테크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

닝이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방송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

(｢이러닝산업발전법｣ 제2조)을 의미하며, 이러닝에서 발전한 에듀테크는 전통적 

기존 교육과 미디어, 디자인, 소프트웨어, VR, AR, 3D 등 ICT가 융합하여 지금과

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윤일영 2017). 기존 이러닝이 온라

인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교육의 새로운 방식의 효율을 추구했다면, 에듀테크는 

교육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윤일영 2017).

표 3-1  에듀테크의 발전과정

구분 ICT 활용교육 이러닝 유러닝 에듀테크

특징적 학습형태

컴퓨터보조수업

(CAI)

인터넷활용교육

(WBI)

학습관리시스텝

(LMS)

이동학습

(m-learning)

지능형 맞춤학습

(intelligent, 

adapted)

주요 서비스

문자통신

EBS 위성방송

CD 기반 학습

인터넷기업직무교육

수능인터넷강의

인터넷공무원교육

모바일콘텐츠

증강현실콘텐츠

지능형진단평가

앱서비스

SNS 활용

활용 도구 데스크톱 PC 인터넷 PC
모바일노트북

PDA, PMP

스마트폰

스마트 TV

시기 1996년 이후 2002년 이후 2005년 이후 2010년 이후

자료: 윤일영(2017) 재인용.

다양한 4차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 에듀테크를 통해 농촌지역 교육 환경 발전

을 저해하는 농촌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에듀테크를 활용한다면 우수

한 교사의 부족, 교육 인프라 시설에 대한 낮은 접근성과 같은 농촌 교육의 근본적 

문제들을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농촌지역에 적합한 교육모델을 발굴하여 

활용할 수 있다.

에듀테크란 기존의 동영상 수업(일방적 정보 제공)에서 진화한 지능형 맞춤학

습을 의미한다. 학생은 VR, AR 등과 같은 4차산업혁명 기술요소들을 활용한 게

임화된 교육을 제공받고, 교육과정 속 학생의 행동 및 정보들이 빅데이터로 저장

된다. 축적된 빅데이터를 AI가 분석하여 개별 학생에게 맞춤학습을 제공하고 교

사와 보호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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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에듀테크의 주요 기술별 활용내용

주요기술 활용내용

빅데이터

∙ 에듀테크의 양적인 증가로 인하여 데이터 처리 중요성 부각 

   - 수업 달성 시간, 달성률 등 통계는 학습 과정에 대한 이해 상향 

   - 학습자 및 그룹의 패턴 분석

   - 개인차를 고려하여 개별적 강의 제공 가능 

   - 학습자의 학습 시간 분석을 통해 난이도 평가

게임화
∙ 게임 공학과 게임 설계 기법을 적용하여 학습자 동기부여

   - 게임을 통하여 학습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기억 향상

인공지능

∙ 인공지능 기반의 에듀테크 기술을 통해 교실 밖에서도 언제든 학습 관련한 도움 가능 

   -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채점과 같은 기본적 교육활동 자동화 가능 

   - 학생 수준별 진도학습 및 교육과정 자체 맞춤형으로 진행 

   - 학습 과정에서 학생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진단 및 피드백 가능 

   -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학생의 정보자원에 대한 접근성 상승

VR/AR

∙ 환경이 학습자에게 적응하는 On-demand 학습으로 이해도를 높임 

   - QR code hunting, Oculus Rift 개발된 강의, GPS 기반 실생활과 결합한 활동, 애플

워치 및 구글 글래스 앱 활용

MOOC 플랫폼

∙ 대학의 공급 강의를 전 세계 학생들과 공유하는 온라인 공개 강의 

   - 대학에서 개인/기업/조직으로 범위가 확장되어 개인 및 조직원 훈련, 수요에 맞도록 미래 

교육 훈련, 브랜드 인지도 및 지식 공유

자료: 윤일영(2017) 재인용. 

에듀테크는 방과후 교육, 사교육, 평생학습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공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평생학습을 받지 못한 농촌주민들도 다양한 교육을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다.

그림 3-9  AR을 활용한 교육 예시

자료: IGN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watch?v=QRQv74J7oSk: 2019. 9. 24.); 김연중 외(201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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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개선방향

현재 우리나라의 에듀테크는 도입수준으로 교육 콘텐츠보다 학생 관리 및 모니

터링에 더 많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에 활용될 수 있

는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이 시급하다.

또한 에듀테크가 주로 대학교육에 도입이 되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MOOC 

플랫폼도 대학교 중심이다. 선도적인 해외의 미래학교는 에듀테크를 저학년 교육

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에듀테크의 효과성도 저학년에서도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초중고 교육을 위한 에듀테크 플랫폼 구축과 적극적 에

듀테크 도입이 필요하다. 

에듀테크는 특히 물리적 한계로 인하여 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에 제약을 받고 

있는 농촌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비슷한 성격의 사업들이 필요

한 하드웨어 제공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에듀테크의 경우 지속적인 교육 콘

텐츠가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농촌주민들이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따라서 농촌주민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저렴한 가격으

로 에듀테크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농촌이기에 가능한 특색 있는 창의적 교육을 개발하고 이를 ICT와 연계해 실력 

있는 전문가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3. 농촌 교통

3.1. 농촌 교통의 실태와 문제점

농촌지역의 대중교통 여건은 농촌인구의 감소와 자동차 보유율이 증가하면서 

농촌지역 대중교통 운영 사업 수익 악화를 야기하고, 이는 곧 대중교통 운영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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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농어촌지역의 버스 업

체 수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0.7%, 보유 대수는 0.1% 감소하였다(전국버스운송사

업조합연합회 2018). 농어촌지역의 시외버스 업체 수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2%, 

보유 대수는 0.7%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2018). 농

어촌지역의 버스 운영 대수는 0.5대(대도시 14.7대, 기타 도시지역 5.2대)이다(통

계청 2016). 특히 접근성이 불리한 면 지역일수록 미운행 또는 3회 이하 운영이 

20% 수준이다(김용욱 외 2018, 재인용). 

더욱 심각한 것은 대도시지역보다 높은 농촌지역 교통사고 사망률이다.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 수가 많은 상위 5개 시군은 40명 이상이며, 상위 20위권이 

모두 군 지역으로 33.3명 이상으로 집계되었다(도로교통공단 2016). 전국 평균은 

8.8명임을 감안하면 상위 20위권 이상 농촌지역 사망자 수는 3.8배 이상 높다(도로

교통공단 2016, 재인용). 이는 농촌지역 도로가 곡선형과 경사형이 많고 인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데다 도로 안전시설의 부족 및 도로의 공학구조와 기초

시설 미흡에 기인한다. 또한 농번기인 봄과 가을철에는 농기계를 교통 및 운송수단으로 

이용하는 농업인이 많아 도로를 운행하는 일반 차량과의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도시민은 농촌 생활환경 개선이 필요한 교

통 부문을 ‘대중교통 이용’ 75%, ‘학생통학’ 81%로 꼽았고, 농촌주민의 경우 농촌

생활환경 개선책 중 교통 부문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81%, ‘학생통학’은 74%로 

나타났다(본 연구 제2장 참조). 

3.2. 4차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농촌 교통

3.2.1. 4차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교통 

가. 자율주행 교통서비스

4차산업혁명의 선두 주자 중 하나이며 많이 알려져 친숙한 것이 ‘자율주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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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일 것이다. 자율주행차에 대한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SAE International)가 제

시하고 있는 자율주행차량의 기술단계를 보면, 현재 상용화는 2단계 수준 정도이

고, 시험주행 단계는 3~4단계 수준에 해당된다고 알려져 있다(<표 3-3> 참조).

표 3-3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SAE Int.)의 자율주행차 기술단계 구분

산업부문 적용분야 설명

사람 주관

0 비자동 운전자가 모든 운전조작 수행

1 운전자 보조
운전환경 정보를 이용, 조향과 가감속 관련 단일 기능을 지원하나 운

전자가 운전조작 수행

2 부분

자율주행

운전환경 정보를 이용, 조향과 가감속 관련 복합 기능 지원하나  운전

자가 운전조작 수행

시스템 주관

3 조건부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시 적절하게 대응 조건에서 모든 운전 조작을 

시스템이 수행

4 고도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더라도 모든 운전조

작을 시스템이 수행

5 완전
모든 도로 및 환경조건에서 운전자가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운전조작

을 자율주행 시스템이 상시적으로 수행

자료: 한상진 외(2018). <표 2-1>, p. 12 일부 인용. 

자율주행차량이 공유형 교통서비스와 결합할 경우, 현재 운행 중인 차량 대수

의 10%만으로도 동일한 통행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시범 연구 결과가 있다. 또

한 공유자율주행차량(shared autonomous vehicles: SAV)은 기존 차량 12대의 역

할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한다. 싱가포르의 경우 모든 차량을 공유자율주행차로 교

체할 경우 현 수준의 1/3만으로도 교통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한상진 외 2018). 자율주행차 도입의 효과는 이외에도 주차공간의 활용, 교통사

고 위험 저감 등 다양한 부문에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나. 공유형 교통서비스 

□ 차량공유(카셰어링)

이것은 기존의 렌터카 서비스와 유사하다. 다만 이용자가 필요한 차량을 빌려

(차량공유) 사용하는 방법은 같으나, 임차료 정산방식과 차량의 인수 및 반납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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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 즉, 짧은 시간 또는 기간 동안 자신이 필요로 하는 장소에

서 공유차량을 렌트한 후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 반납함으로써 이용자 편리성을 극

대화한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 추세이며, 

시장 규모가 2012년 6억 원 규모에서 2016년 1,000억 원으로 크게 성장하였고, 

2020년에는 5,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뉴시스 기사. 2018. 10. 7., 재인

용). 이와 같은 시장의 확대는 빠르게 보급 확대되는 정보이동통신, GIS 기술 및 

빅데이터의 발달에 기인한다. 

□ 승차공유(라이드셰어링) 

이는 기존부터 이용하던 서비스인 카풀(Carpool) 제도를 확대·보편화한 형태

이다. 승차 공유 서비스도 정보통신과 GIS 기술 등의 발달과 맥을 같이하며 전 세

계적으로 서비스 제공업자 및 이용자가 확대되고 있다. 가장 많이 알려지고 전 세

계 80개국 이상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Uber’ 시스템이 이에 속한다. 

3.2.2. 4차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농촌 교통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율주행과 공유형 대중교통 체계의 결합은 많은 시너

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요가 적어 대중교통 사업이 축소되고 있는 

농촌지역에서 중요한 교통 대안 중 하나이다. 

자율주행 대중교통은 유럽,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대규모 실증사업이 추진되

고 있으며 공공 서비스 형태로 도입 중이다. 독일의 경우는 바이에른 남부 비른바

흐에서 최초 자율주행 미니버스를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도입하였다. 일본의 경우

는 이용 수요 및 경제성 문제로 버스가 드문 마을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버스 보급 

계획 및 시범사업을 시행(2017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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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자율주행 대중교통 도입 사례

<독일 아르마> <일본 로봇셔틀>

자료: 김연중 외(2019: 87) 재인용.

우리나라 농촌 현실을 감안할 때 인력난과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자율주행 대중교통의 도입은 무엇보다 중요한 대안이 될 것으

로 사료된다. 또한 농촌 마을 간 이동 및 단거리 이동을 위해 카셰어링과 라이드셰

어링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령 농촌주민의 안전한 이동과 일반 도로에서의 농기계 이동 시 안전 확

보를 위해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농촌지역 안전성 강화 역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자율주행을 위한 4차산업혁명 기술로는 IoT와 초고속통신망, 5G를 통해 들어

오는 정보를 수집하고,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의 개발이 필요하다. 

3.3. 개선방향

우리나라 현실에 맞추어 자율주행 대중교통을 농촌지역에 범용화할 수 있도록 

차량도입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정책이 필요하다. 지역 단위 센터 

설립, 운영, 관제, 법제도 정비 등 전반 사항을 검토하여 실용화 전략을 수립하고 

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정도채 외 2018). 또 지능형 인프라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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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된 자율주행 지원 관제 시스템을 개발하여 농촌지역까지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

도록 제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농촌지역의 교통안전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스마트가로등과 농기계 운행에 따

른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등을 지원해야 한다. 농촌지역의 야간 무조명에 따른 시인

성 부족 해결과 농기계 도로 운행에 따른 안전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 

교통이 도심보다 취약한 농촌에서는 공유택시, 자율주행차 등을 확대 도입할 필

요가 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모바일택시 호출앱, 수요응

답형 교통체계 등 맞춤형 교통수단을 병행 확대하고,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시티와 

스마트농촌의 연계가 필요하다.

그림 3-11  수요기반 자율주행 대중교통 기술 개발 전략

자료: 정도채 외(201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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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촌 생활에너지 

4.1. 농촌 에너지 실태 및 문제점

제2장의 농촌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에너지 부문에 대한 만족도는 의료와 교

통 다음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에너지 관련 만족도는 낮고 

해결 중요도는 높게 나타났다. 농촌의 고령화를 고려할 때 에너지 관련 개선 필요

도가 높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농촌지역의 낮은 에너지 만족도는 낮은 효율성과 높은 비용에 크게 

기인한다. 농촌지역의 경우, 도시가스 보급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높은 가격에

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시지역 가구에 비해 석유류 에너지 의존율이 높고, 주거형

태 역시 난방에 효율적이지 않아 난방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경기도 여주시의 도시지역(동)과 농촌지역(읍·면)의 가구 난방 관련 실태조사

를 분석한 결과, 지역 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도시지역의 겨울철 난방 에너지

원은 주로 도시가스인 반면, 농촌지역은 전기와 석유 의존율이 높으며, 난방비 지

출액도 농촌지역(25만 원/월)이 도시지역(17만 원/월)보다 평균 50%가량 높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그림 3-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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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경기도 여주시 지역별 난방용 에너지원

단위: %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019. 7. 27.).

그림 3-13  경기도 여주시 지역별 난방비

단위: %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019.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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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경기도 여주시 지역별 난방비 부담 정도

단위: %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019. 7. 27.).

이처럼 높은 난방비 부담으로 인하여 농촌주민의 에너지 절감에 대한 관심도는 

매우 높은 편이며, 이와 더불어 수자원 및 에너지 등 자원 관리나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5  농촌주민의 에너지 관련 관심도

단위: %

자료: 박지연 외(2019). 

최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정책으로 인하여 농촌지역의 재생에너지 생산이 크

게 증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대부분이 농촌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지만,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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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사업이 외지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수익분배에 

있어 지역주민이 소외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4.2. 4차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농촌 에너지

이처럼 농촌의 에너지 문제는 에너지 비용 절감과 효율적 사용, 농촌주민이 참

여하는 재생에너지 생산 및 확대라고 할 수 있다. 4차산업혁명 기술요소인 IoT, AI 

등을 활용한 스마트그리드가 농촌에 적용된다면, 농촌의 재생에너지 생산과 에너

지 사용은 효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스마트그리드란 기존 전력망에 정보통신

기술(ICT)을 더해 전력 생산과 소비 정보를 양방향, 실시간으로 주고받음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차세대 전력망이다(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검색일: 2019. 

10. 8.). 스마트그리드는 다양한 데이터로 사용하는 전기량을 예측해 에너지 효율

을 높이고 낭비를 막으며, 신·재생에너지를 고려한 분산 발전 형태이다(블로터, 

검색일: 2019. 10. 8.).

스마트그리드가 적용된다면 농촌주민과 농업인은 다양한 정보를 이용해 더욱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여 에너지 사용량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국가 차

원에서도 기존의 중앙집중체계에서 발생하는 송배전 손실을 줄일 수 있다.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지역 특성에 적합한 재생에너지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

여 생산하고 수익금은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다.

스마트에너지 구현을 위해 필요한 4차산업혁명 기술은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AI 등이며 이를 초고속통신망을 통해 연계하는 인프라가 필요하다. 또한 이를 이용

하여 가정 내 전력을 제어할 플랫폼과 수요자용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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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기존 전력망과 지능형 전력망 비교

자료: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https://www.smartgrid.or.kr/page.php?id=sub5_1. 검색일: 2019. 10. 8.).

그림 3-17  가정 내 스마트그리드 개념도

자료: 김연중 외(2019: 10); 네이버 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 2019. 9. 7.).

4.3. 개선방향 

농촌주민 입장에서는 스마트그리드가 여전히 생소하고, 사이버보안 위협,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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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증가 가능성, 신기술 이용 거부감 등의 스마트그리드 수용 저해 요인들이 존

재한다. 스마트그리드의 성공적 구축 및 확산을 위해서는 농촌주민의 수용성 확

보가 필수적이며, 더 나아가 주민의 스마트그리드 사업 참여 정도에 따라 스마트

그리드 편익 규모도 변동하기 때문에 농촌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주민

의 수용성과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① 스마트그리드 관련 교육 및 홍보, ② 스마트

그리드 위험에 대한 불안 해소(전자파, 기기 오작동, 정보 보호, 사이버보안 등), ③ 

스마트그리드에 관한 사회적 소통 확대 등이 필요하다.

또한, 스마트그리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개발

의 이론적, 실증적 환경을 구축하고, 농촌지역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 시 주민참

여 활성화 방안과 정책이 원활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5. 농촌 의료 및 복지 

5.1. 농촌 의료·복지 실태 및 문제점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의료기관과 전문인력 부족 등 의료와 복지 부문 서비스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오히려 그 심각성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전국의 농촌지역에서 응급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15곳에 이른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가 있었다

(농민신문 기사 2019. 4. 24.). 의료 중요과목인 내과, 한방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의 진료가 가능한 시·군 비율은 2015년 76.8%에서 2017년 71.7%로 지속 감소 

추세이며 2019년 달성 목표인 80%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농민신문 기사 

2018. 6. 4.). 더욱이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농촌에서 노인이 주 1회 이상 재가노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시스템 구축 비율은 2015년 71.8%에서 2017년 

71.4%로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농민신문 기사 2018.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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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실시한 농촌주민의 생활환경 부문 조사에서 의료분야 

만족도는 2.5점(5점 만점) 정도로 평균 이하 수준이며, 농촌 생활환경 부문 개선에

서는 농촌의 ‘응급상황 대응 체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본 연구 제2장 참조). 

도시민들이 생각하는 농촌 생활환경 문제 해결의 중요도에서 가장 높은 것이 

‘독거노인과 노인돌봄’으로 나타났고, 농촌 의료 부문에서는 ‘농촌 응급상황’과 

‘의료시설 접근성’ 부문의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답했다(본 연구 제2장 참조). 

또한 도시민이 농촌 생활환경 관련 4차산업혁명 기술 도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문은 의료 부문으로 ‘30분 내 구급차 도착(90.2%)’, ‘기초적인 응급장

비 마련(85.8%)’, ‘원격진료시스템(79.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5.2. 4차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농촌 의료·복지

5.2.1.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보건의료 및 복지 부문

가. 보건 의료 부문

최근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보건의료 부문의 개념어로 ‘디지털 헬스케어’

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다. 이는 건강 관련 서비스와 의료 부문에 ICT가 융합된 

종합의료서비스4)를 지칭한다. 

이미 개인 건강관리 서비스 부문에서와 같이 보건 의료서비스에서 4차산업혁

명 기술의 융복합은 가장 앞서나갈 뿐만 아니라 잠재력 면에서도 가장 큰 것으로 

예측된다. 몇 년 전부터 개인용 웨어러블 기기와 운동 기구 등을 통해 이를 이용하

는 개인의 심박 수, 혈압 등 세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이러한 IoT를 활용

한 의료정보 전체 체계의 변화는 전통적 의료서비스의 경계와 개념 및 역할의 변

화는 물론 법률과 제도의 변화 등 전반적인 의료체계의 변화까지 이끌어내고 있

4) 위키백과. “스마트 헬스케어.” 검색일: 2019.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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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과 전문 의료진 등의 정보 활용 등 의료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

고 있는 것이다.5) 또한 ICT와  IoT를 활용하여 장소와 시간의 제약 없이 개인의 건

강상태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뿐만 아니라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신

영석 외 2017).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 의료 관련 산업과 개인 소비자 모두 새롭고 

개선된 의료체계로의 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표 3-4> 참조). 

따라서 4차산업혁명 기술 분야 중 빅데이터의 활용과 관리 및 인공지능을 이용

한 정밀의학, 유전자 편집, 예측 분석, 인공 장기 재생 등 보건 의료 분야에 여러 영

향을 미칠 수 있으며(신영석 외 2017), 이를 통한 국민의 건강 가치 향상이 주요 목

적이다.

표 3-4  헬스케어에서의 IoT 적용 분야 및 기대효과

산업 부문 적용 분야 기대효과

의료서비스

·원격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고령층 홈케어

·만성질환 치료 및 관리

- 의료서비스 제공방식 변화

- 맞춤의료(personalized healthcare) 실현

- 의료비 절감 및 의료서비스 품질 제고

의료 관련 산업
·의료 기관 업무 흐름 혁신

·의료기관 위생관리 시스템 혁신

- 의료기관 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 증대

- 의료기관 감염 관리 및 환자 안전 제고

개인 소비자 

·일반 소비자 대상 건강증진 제품 및 

융합 서비스 개발

·기존 제품 스마트화

- 새로운 시장 및 부가가치 창출, 개인 만족도 증대

- 부가가치 창출 및 헬스케어 산업 외연 확장 

자료: 신영석 외(2017) 재인용.

나. 복지 부문

사회복지 부문에서 4차산업혁명 기술은 현재까지 주로 재활로봇, 돌봄로봇과 

IoT 등과 관련된다. 산업부는 관련 분야(이승, 이동, 배변, 욕창 등)의 돌봄로봇을 

개발하고 있다(김승택·박찬임 2018). 

헬스케어와 연계한 웨어러블 기기와 IoT를 활용하여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약

자를 돕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AI), 로봇과 IoT를 통해 노인과 장애인 생활시설에 

5)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르면 스마트 헬스케어의 주요 기술 분야는 빅데이터 기술(45.9%),  AI(35.3%), 

IoT(14.8%), 가상·증강현실(AR, 2.5%), 로보틱스(1.6%) 순이다(한국경제매거진 기사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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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케어 서비스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성과를 거두고 있는 부문은 커뮤니케이션 인공지능 기능을 갖춘 기

기와 로봇이다. 돌봄 수혜자와 돌봄 제공자 간 의사소통 지원은 물론 독거노인, 치

매환자 등을 위해 정서 돌봄과 타 시설 이용자 간 의사소통 지원 등 대인관계 개선 

및 심리치료 기능(로봇강아지, AI스피커 등)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 

5.2.2. 농업 부문의 의료·복지 적용 

가. 농촌 의료

농촌 부문 의료서비스와 긴밀히 연관된 원격의료는 ｢의료법｣ 제34조 제1항에

서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의 의료인에 대하여 의

료지식 또는 기술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신영석 외 2017, 재인용). 지

금까지 정부는 원격의료가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를 주기적, 정기적으로 할 수 

있고, 특히, 의료접근이 어려운 지역 주민이나, 이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들에

게 신속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장점으로 보았다(신영석 외 2017, 재인용). 

그러나 이해관계자별 관점의 차이로 2015년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던 사업은 현 정

부에서는 추진하지 않기로 한 상태이다. 

농촌지역 의료서비스 증진을 위해서는 원격의료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관련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원격 진단시스템 도입을 통해 생체정보 측

정기, 화상장비 등을 통해 농촌지역 환자의 문진과 원격진료를 가능하게 하고 처

방과 진단 내역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응급의료 체계 부재와 의·병원의 원거리로 인해 긴급 및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지자체 및 주민을 위해 스마트 의료장비를 갖추고 전문 의료진이 

있는 이동형 ‘스마트 병원’을 설치해 이를 정기적으로 운행하여 긴급 상황에 대비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도시민들이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에서 필요하다고 인식한 

응급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서도 추진해볼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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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응급안전돌보미 서비스 및 원격의료 서비스 예시 및 개념도

자료: 김연중 외(2019: 11).

농촌지역의 부족한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임신 및 출산, 성장기, 청년 및 중·장

년 등의 생애 단계별로 농촌주민에 대한 맞춤형 의료서비스 체계를 적절히 지원할 

수 있도록 원격진료, 이동형 스마트 병원을 아우르는 농촌지역 스마트 의료체계

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농촌 인근 지역 중소도시 의료체계는 물론 

대도시 종합의료 체계와의 연계와 필수적이다. 즉 스마트시티와 스마트농촌의 연

계 방안 중 하나이다. 

그림 3-19  응급안전돌보미 서비스 및 원격의료 서비스 체계도

자료: 김연중 외(2019: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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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촌 복지

독거노인을 비롯한 농촌지역 고령화를 고려하여 응급 안전 돌보미 서비스 체계

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4차산업혁명 기술인 각종 웨어러블 기기와 센서 등을 이

용하여 돌보미 서비스가 필요한 농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응급 상황을 감지하

고, 비상호출을 관계기관과 연계해 신속히 대응하는 복지체계가 요구된다. 

농촌지역 고령층과 독거노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돌봄 로봇, 의사소통 지원 및 

정서안정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로봇 등의 적극적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중앙부처

는 물론 기초자치단체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기술은 이미 국내 주

요 통신사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다.

5.3. 개선방향 

보건 의료 체계에 있어서 4차산업혁명 기술 연계의 핵심은 빅데이터 등 개인정

보의 관리와 활용에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와 관리규정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개인의 의료 및 건강 정보의 수집을 위한 4차산업

혁명 기술인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기기의 보급 확대에 따라 이들 정보의 수집 관

리하는 정보통신 기반시설, 관리업체 등에 대한 보안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

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분석, 활용하는 관련 산업 업체들의 발전을 돕는 대책도 연

계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농촌지역 등 원거리와 소외지역 등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원격

의료시스템에 필요한 관계 법률 제정과 재규정 등의 정비 및 관계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

또 블록체인 암호화와 비밀이 보장된 관계 의료기관 간 정보 교환을 통해 필요

한 정보를 의료진이 검진할 수 있는 전산망체계(클라우드, 빅데이터 등)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모색하여야 한다. 

농촌 복지차원에서 원격지, 농촌 및 소외지역의 노인돌봄 등은 현실적으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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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사회

적 기업 등 공공 성격을 갖는 사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기회제공을 위한 

적정 예산 배정과 지원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스마트시티와 스마트

농촌이 상호 연계되어야 성과가 배가될 수 있다. 

6. 농촌 안전

6.1. 농촌지역 안전 실태 및 문제점

농촌의 공동화와 고령화 및 여성화는 농촌지역의 생활 안전, 재난·재해 안전을 

비롯하여 농작업 및 산업 안전을 강화해야 하는 요인들이다. 

농촌진흥청이 조사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농촌주민의 절반 이상은 농촌이 

재난·재해(59.8%), 범죄(55.7%)로부터 안전하다고 응답하였으나, 40% 정도는 보

통 이하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에 CCTV가 1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72.8%이고, 이 마을 농촌 주민의 대부분(86.6%)은 CCTV가 범죄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러한 CCTV 설치 비율이 높은 수준임에도 지역 

안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CCTV 설치 확대(23.6%)’를 가장 많이 응답

한 것으로 나타났다(농촌진흥청 2019). 

농작업 안전사고, 즉 농산업 산재는 일반 근로자의 1.5배 이상이며 농작업 사고

율은 5.5% 정도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사회보장 체계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7년 기준 산재율을 살펴보면 농산업 근로자는 0.73%, 일반 근로자는 0.48%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산재 가입 전체 근로자 1,850만 명 중 농산업 근로자는 8만 

명이고 이는 농림어업 취업자의 약 6%에 불과하였다(고용노동부 2018; 김연중 

외 2019, 재인용). 

트랙터 등 농기계 보급 확대에 따라 농작업 안전뿐만 아니라 농기계 안전사고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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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중요한 농촌지역 안전 요인이다. 도로교통공단 분석결과 농기계 교통사고는 일

반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5배(승용차 0.7%, 농기계 3.6%) 이상 높고, 사고의 60%

가 일반 차량과의 차 대 차 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봄철 이앙기 사용 시

기이면서, 밭 작업이 많은 5월에 농기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고 한다(한국국정일보 기사 2018. 5. 15., 재인용).

농촌주민들은 생활환경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생활안전’ 부문에서 4차산업혁

명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특히 소방차와 경찰차가 10분 이내 

도착하도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본 연구 제2장 참조). 

6.2. 4차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농촌 안전

6.2.1. 농작업 및 농촌지역 생활안전

농작업 및 농촌생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산업 및 건설 안전 요

건을 충족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즉,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상황 발생 위치에 대한 모니터링이 용이하도록 드론 등 무인 탐지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과 감시가 필요하다. 유사시 소방서와 

경찰서 및 병원과 신속 정확하게 연결할 수 있는 위험 인지 및 알람 체계가 연계되

어야 할 것이다. 

농작업 특성상 논이나 밭 또는 임야지대에서 나홀로 농·임작업하는 고령 농업

인이 증가함에 따라 평상시 착용이 가능한 웨어러블 기기 등을 통해 사고인지 모

니터링(심박, 모션 감지 센서 등) 및 유사시 정확한 위치 전송(GPS 및 GIS)과 신속 

정확한 구조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응 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이는 농업인뿐

만 아니라 농기계 작업 중에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이므로 농기계의 안전성 

강화는 물론 사고 발생 센서를 통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 

농약살포 등 농자재 사용에 대한 안전 대책도 필요하다. 농업인 스스로 농약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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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상황을 알 수 있게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과도 살포로 인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지장치 등의 개발이 필요하며, 살포기의 안전성 강화방안도 요구된

다. 또한 최근 4차산업혁명 기술에 의한 무인헬기 혹은 드론을 활용한 농약 살포

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감지, 예방함으로써 비의도적 오염과 인축 피해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6.2.2. 농촌지역 재해·재난 및 생활안전

행정안전부는 재난 안전 분야를 4차산업혁명 기술과 연계하는 4개 주요 콘텐츠

를 발굴하였다(유선희 2017). 먼저 풍수해에 대해 침수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의 예·경보 및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지진 피해 저감을 

위해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위험 감지 및 2차 피해 방지 자동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셋째, 재난 발생 시 재난 컨트롤타워(중대본, 중수본, 지대본 등)의 상황판

단 및 의사결정을 실시간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공지능형 재난대응 표준 플랫폼 

개발이다. 넷째, 소방대응력 향상을 위한 VR/AR 활용을 통해 소방지휘 능력 및 

훈련 디바이스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표 3-5  4차산업혁명 대응 재난안전 부문 4개 콘텐츠

구분 기대효과

침수해 - 도시지역 침수 예방을 위한 AI 기반의 예·경보 및 의사결정지원 체계 구축

지진 - 지진 피해 저감을 위한 AI, 빅데이터 기반의 위험감지 및 2차 피해 방지 자동화 기술 개발

재난대응
- 재난 발생 시 재난 컨트롤타워(중대본·중수본·지대본 등)의 상황판단 및 의사결정 실시간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형 재난 대응 표준 플랫폼 개발 

소방안전 - 소방대응의 향상을 위한 VR/AR 활용 소방지휘능력 및 훈련 디바이스 개발 

자료: 유선희(2017). 

농촌지역에서도 행정안전부 및 재난 컨트롤타워의 전체 대응 매뉴얼과 시스템

을 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 및 농촌지역과 지형에 기초한 안전 및 재난 조

기경보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즉, 자연 및 지리적 위치와 지형에 기초한 기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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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재해 예측 및 예보를 통한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하여 생활안전 및 농·임작업 

안전 보장은 물론, 농작물 관리 및 축산·양식 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

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따른 농촌지역 침수와 농업생산시설 피해 및 

농작물 피해 등은 매년 반복되는 재난이다. 지역별 지형별 특성에 따른 빅데이터

와 AI를 활용한 예·경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농촌지역은 소방안전 및 의료 응급 체계 등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공공서비스

를 적시·적소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역에 대한 재난 예방과 감시

를 위한 스마트 CCTV, 드론 등의 활용이 필요하고, 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 최소화

를 위한 신속대응 자율로봇과 드론 등의 개발도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촌의 치안과 생활안전을 위한 스마트가로등과 스마트 CCTV의 설치를 통해 범

죄 예방과 대응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농촌지역 안전을 위해 필요한 4차산업혁명 기술로는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및 AI가 있으며, 관계 정보를 적지·적소에 확산하기 위한 플랫폼 등 정보

전달체계 및 수요자 맞춤형 애플리케이션의 개발도 요구된다.

그림 3-20  농촌 안전 부문 4차산업혁명 기술 도입 예시

자료: 김연중 외(2019: 16).

6.3. 개선방향

원격의료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원격의료서비스 추진방향은 보건소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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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격의료시스템을 이용하여 타 지역의 의사와 원격 협진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이다. 이는 A 보건소에서 일반 환자에 대해 문진을 하고, 문진 결과를 B 보건소 

전문의사에게 의뢰하여 A 보건소 의사와 B 보건소 전문의가 같이 상담을 하도록 한다. 

이후 B 보건소 전문의가 환자에 대한 자문 및 소견서를 A 보건소 의사에게 보내면 A 

보건소 의사는 B 보건소 전문의의 소견을 확인하고 진료하게 된다(김연중 외 2019).

또한 농업기계 교통안전 시스템 및 사고 감지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농기계 교

통사고 예방을 위해 뒤에서 달려오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앞에 농기계가 주행 중임을 

표지판을 통해 알려줘 자동차가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이 보급되어야 한다.

그림 3-21  농업기계 교통안전 시스템 및 사고 감지 시스템 개발

자료: 김연중 외(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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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스마트농촌 사례와 정책 동향

1. 국내 사례 및 정책

1.1. 국내 사례

1.1.1. ICT 융복합 사업 

 LG유플러스, NH 농협, 고려대학교는 ICT 융복합 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 강

원도 고성군 거성초등학교와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중학교에 실시간, 양방향 온라

인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였다(정도채 외 2018, 재인용). NH 농협이 전국 농촌의 

대상학교를 선정하면, LG유플러스가 원격교육시스템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고려대학교가 화상교육, 청소년/농민 대상 원격 진로·심리상담 등의 교육 콘텐츠

를 제공한다(디지털투데이 기사 2017. 7. 19.). 이를 통해 지역의 학생들도 해당 지

역에서 제공받지 못하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디지털투

데이 기사 2017. 7. 19.).

구체적으로 고려대학교는 복흥중학교 학생들과 영어·과학 비전캠프를 진행하

였으며, 화상 강의시스템을 통해 방학뿐만 아니라 학기 중에도 프로그램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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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 가정에 대한 한국 문화, 한국어 교육 등 각 지역 특성 및 수

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농민신문 기사 2017. 11. 17.).

SK텔레콤은 AI 스피커, IoT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으며 IoT를 이용한 치매 환자 등의 위치확인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독거

노인 돌봄 서비스는 음성인식을 통한 노래 서비스, 긴급 도움 서비스, 무료 전화 서

비스 등을 포함하며, 간단한 퀴즈나 게임을 통해 치매 예방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

고 있다(김연중 외 2019).

위치 확인 서비스는 치매환자나 발달장애인, 어린이 및 취약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가족이 서비스 대상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서비스 대상자가 직접 버튼을 눌러 위험을 알릴 수 있도록 한다(김

연중 외 2019). 

KT는 정보격차가 심한 도서·산간 지역을 선정하여 정부 및 지자체와 함께 기가

인프라 구축 및 지역별 맞춤형 ICT 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회책임경영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KT는 2014년부터 국내 총 6개 기가 마을을 선정하였으며 2017년

에는 방글라데시에서도 ICT를 기반으로 한 교육, 의료, 경제 등 주민 생활 개선을 

추진하였다(KT 2018). 평창 의야지 마을에서는 5G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야생동

물 피해 방지 서비스를 설치하여 멧돼지 등 야생동물이 출현했을 때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KT블로그 2018. 4. 3.). 이외에도 병원을 자주 찾을 수 없는 도

서·산간 지역 주민들을 위해 소변으로 간단히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당뇨 검진 

솔루션인 ‘요닥’ 서비스를 도입하였다(IT 조선 기사 2016. 7. 5.).

LG유플러스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 스마트농업관리, 2) 주거환경 

고도화, 3) 헬스케어, 4) 재해감지 및 예방, 5) 체험 프로그램 발굴, 6) 학습 콘텐츠 

확보의 여섯 가지 영역을 선정하여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ICT 융복합 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데이터넷 기사 2017. 10. 22.). 2017년에는 강원도 영월군에 1

호 시범마을을 조성하여 방범용 LTE CCTV, 홈오토메이션, 마을방송 시스템 등 생활

의 편리함과 안정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LG유플러스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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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산업혁명 기술을 통해 농어촌지역 현안 해

결 및 생활편의 개선을 목적으로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과제를 추진하고 있

다. 이 과제는 주민 수요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기술 개발과 실증 방안을 제

시하도록 하며, 생산성 향상, 안전 강화를 특화하고 생활편의 서비스를 공통으로 

하여, 마을(읍·면)별 총 4~5개 서비스 모델을 연계·실증하였다. 또한 서비스의 지

속적 운영을 위해 과제 종료 후 3년간 운영비 확보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였다(한

국정보화진흥원 2019. 1.).

표 4-1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수행 기관
▪스마트빌리지 대상지역(읍·면)의 지자체와 지능정보기술·서비스 개발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사업 규모
▪대상지역: 2개 과제(지역) 선정

▪정부 출연금 규모: 총 3,674백만 원

사업 기간 ▪2019년 6월~12월

지원 조건 ▪지자체 및 민간부담금은 총사업비의 25% 이상 매칭

지원 내용

▪마을(읍·면)별 총 4~5개 서비스 모델을 농림식품부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등과 연계하여 

공통과 특화 서비스로 구성하여 실증

▪공통 서비스: 생활편의 서비스 3개 이상

▪특화 서비스: 생산성 향상·안전강화 서비스 1개 이상

▪컨소시엄은 서비스 지속 운영을 위해 과제 종료 후 3년간 운영비를 확보

지원 근거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5조(공공정보화의 추진), 제16조(지역정보화의 추진), 제23조2

(정보화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2019. 1.).

2019년 정부 출연금은 약 36억 원으로 2개 지역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2019년 6월 삼척시 근덕면과 무안군 무안읍이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삼

척시 근덕면은 ‘지속가능한 스마트 에너지혁신 마을’을 주제로 선정하였으며, 가

구별 태양광 발전량과 소비 현황 등을 확인하여 최적의 에너지 사용 방법을 제시

할 계획이다. 또한 바이오캡슐로 소의 활동량을 모니터링하고 질병 등을 예측하

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드론 등을 활용해 마을 내 안전성을 강화하겠다고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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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였다(뉴시스 기사 2019. 6. 24.).

무안군 무안읍은 ‘체험장 기반의 참여형 커뮤니티케어 서비스’를 주제로 어르

신 돌봄 서비스, 스마트 쓰레기통, 드론 기반 정밀농업 등의 시행을 제안하였다. 

돌봄 서비스의 경우, 지능형 IoT 스피커를 활용한 대화, 온도·습도 및 움직임 감지

를 통한 생활 지원을 포함하며, 스마트 쓰레기통 20개를 설치하여 쓰레기 적재량

을 모니터링하고 수거차량 경로를 최적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뉴시스 

기사. 2019. 6. 24.).

그림 4-1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주요 내용(삼척시, 무안군)

자료: 뉴시스 기사(2019.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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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지능형 ICT 타운 조성사업6)

지능형 ICT 타운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가 2019년 4월 공모를 통해 시작한 사

업으로 ICT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구 감소에 대

응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군 단위 농어촌지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며, 

2019년 2개 지자체를 지원한다(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9. 4. 2.).

표 4-2  지능형 ICT 타운 조성사업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사업 대상 군 단위의 인구감소지역 등 농어촌지역

사업 규모 40억 원(특교세 20억 원, 지방비 20억 원), 2개 지자체에 사업 시행

사업 기간 2019년 4~12월

지원 내용 ICT 첨단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유형을 선정하여 계획 수립

자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19. 4. 2.).

2019년 6월 행정안전부는 경상북도 청도군과 전라남도 완도군을 사업 대상지

로 선정하고 각 지역에 사업비 20억 원을 지원한다. 청도군의 주요 사업내용은 스

마트 케어 서비스를 위해 행복커뮤니티 센터가 구축된다. 여기에는 인공지능 돌

봄 단말기 운영, 스마트 문화공간 조성 및 다문화 가정, 손자·손녀 화상통화가 구

현된다. 스마트 안심마을 서비스를 위해 딥러닝 기반의 지능형 영상 분석을 이용

한 농작물 피해방지와 농기계 사고 감지 및 알림 스마트 CCTV·WiFi Zone 등이 

구현된다(대구일보 기사 2019. 6. 9.). 

6)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19. 4. 2.). “4차산업 첨단기술로 인구 감소에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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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지능형 ICT 타운 조성사업 주요 내용(청도군 신도리)

자료: 대구일보 기사(2019. 6. 9.).

완도군은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한 지능형 ICT 타운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며, 응

급안전 돌보미 사업, 방문 간호 사업, 만성질환 및 복약 관리 사업 등의 사업을 추

진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지능형 ICT(정보통신기술) 타운 조성 공

모사업’에 ‘완도 스마트 해양치유마을 조성사업’이 선정돼 국비(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0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ICT 기술을 활용해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이 가진 각종 현안

을 지역주민 주도로 해결하고, 지역별 특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형 공동체

를 조성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다. 완도군은 군외면 불목·영풍·황진리 3개 마을 지

역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스마트 해양치유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

간다. 먼저 취약한 보건복지 환경을 ICT와 연계해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과 방문 

간호 사업, 만성질환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스마트 커뮤니티케어 기반을 구축

한다. 해당 사업 일환으로, 보건복지 시설과 생활 지원 시설이 복합된 ICT 기반의 

헬스케어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스마트 커뮤니티센터를 불목마을에 건립한다. 

또 은퇴자와 귀농·귀촌자 등을 위한 스마트 라이프 케어 하우징을 조성해 인구 유

입 효과는 물론 다양한 체류형 관광객을 증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주 여건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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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환경 개선을 위해 빈집을 활용한 마을 호텔과 소규모 작은 도서관 등 문화 공간

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데일리저널 기사 2019. 6. 10.).

1.2. 스마트농촌 관련 국내 정책

1.2.1.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8~20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2018년 12월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2018~2022)｣을 발표하였다. 1994년 ｢제1차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1996~2000)｣

으로 시작한 본 계획은 2008년 제4차 계획부터 ｢제4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2008~2012)｣으로 계획 명을 수정하여 ICT 인프라 고도화, 스마트 전자정부 구

현, ICT와 타 분야 융합 등을 추진하였다. 제6차 기본계획에서는 ‘지능화로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설정하였으며 향후 5년간 추진할 13대 과제를 제

시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8).

제6차 기본계획에서는 세부과제 중 하나로 농어촌 마을 문제 해결, 도·농 격차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스마트 빌리지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 추진과제로 

1) 지능정보기술을 통한 농어촌지역 생활편의 개선, 2) 농산어촌·도농복합지역의 

공동체 데이터를 ICT로 통합·연계, 3) 인구감소지역에 첨단 ICT 기반 스마트타운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8).

생활편의 개선과 관련하여, 지능형 CCTV, 스마트쓰레기통 등 서비스 모델을 

추진하며, 기술개발이 완료된 서비스를 중심으로 대규모 실증을 추진하겠다고 밝

히고 있다. 또한 스마트빌리지 서비스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서비스 발굴, 개발, 

운영 등 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를 포괄하는 민관협력 체계의 구축 필요성도 제시

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8).

데이터 통합·연계의 경우, 주민들에 대한 기술교육 및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지

능정보기술·서비스 보급, ICT를 활용한 교육 기회 및 보건 서비스 개선 등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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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외에도 인구소멸에 대응하여 전국 80여 개 군 지역에 건강, 안심, 환경 등 

지역별 특화 스마트서비스를 제공하고 광역단위 농어촌지역에는 스마트행정·모

빌리티 등과 연계된 서비스 제공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관계부처 합동 2018). 

그림 4-3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8~2022)｣ 비전 및 목표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8).

표 4-3  스마트빌리지 과제 관련 소관기관

추진과제 소관기관

지능정보기술 기반 농어촌지역 현안 해결 및 생활편의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농산어촌·도농복합지역의 공동체 데이터를 ICT로 통합·연계 행정안전부, 지자체

인구 감소지역에 첨단 ICT 기반 스마트타운 구축 행정안전부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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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분야별 국내 정책

농촌 생활환경에 대한 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여

러 부처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농촌 생활환경 개선 정

책보다는 4차산업혁명 기술과 관련된 정책을 중심으로 국내 정책을 정리하였다.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정책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의

료 및 안전 분야에서 일부 이를 활용한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 교통, 교육 등에서도 일부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아직 

정책화되어 추진되는 것은 제한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 의료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7월 강원도를 원격의료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여 

강원도 격오지 내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

로 모니터링 및 내원 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 등을 가능하도록 하였다(중소벤

처기업부 보도자료 2019. 7. 24.). 원격의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외에도 보건복지부

(도서벽지·노인요양시설·농어촌 응급의료기관), 국방부(격오지 군부대), 해양수

산부(원양선박), 법무부(교정시설) 등에서 시범사업을 예고하고 있다(데일리팜 

기사 2019. 10. 13.).

원격의료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입회

하에 진단 및 처방을 진행하는 안전장치를 보완하였으며, 다양한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검증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데일리팜 2019. 10. 13.).

나. 안전

안전 분야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스마트치안 

시스템 구축, 재난안전통산망 구축, 재난 관리 통합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수행한

다(행정안전부 2019; 경찰청 2019).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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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지원과 국가 영상 정보자원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찰, 소

방, 지자체 등 재난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

망 구축 및 운영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긴급 신고전화 통합체계 구축 및 운

영,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현장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

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 중이다(행정안전부 2019).

경찰청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지자체와 협력하여 범죄예방환경 설계 사업

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여성범죄 취약지점 선정 및 비상벨, 조명, 반사경 등을 설

치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또한 주민이 원하는 시간 및 장소를 순찰하는 탄력순찰

제도 고도화, 주민 요청·112 신고량 등을 종합하여 최적의 순찰 경로를 현장 경찰

관에게 제공하는 스마트치안 시스템 기반 구축 사업을 시행 중이다(경찰청 2019).

2. 해외 사례 및 정책 

2.1. 해외 사례 

2.1.1. 독일 

가. 오스트베스트팔렌-리페(Ostwestfalen-Lippe) 지역 사례7)

독일의 농촌 디지털화 프로그램은 농촌 내 광대역 통신망 확대와 농촌 사회의 

디지털화로 구분된다. 2018년 기준 독일 농촌의 50Mbps 이상 통신망 보급 비율은 

약 50.5%로서 독일 정부는 2025년까지 해당 비율을 도시 수준(90% 이상)으로 제

고하겠다는 목표를 밝히고 34억 유로의 재정을 투자하고 있다.

농촌사회 디지털화의 대표 사례인 오스트베스트팔렌-리페 지역은 2015년 해당 

지역의 디지털화를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의 주요 목표는 1) 현지 중소

7) 본 절은 ENRD(2018d)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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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자체 디지털화 장려, 2) 디지털화 관련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 개

발, 3) 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4) R&D 강화를 위한 리빙랩 설치, 5) 지역 내 성과 

확산 등을 포함한다. 

위 계획에 따라 시행된 가장 대표적 프로젝트는 리페/획스터 스마트농촌(Smart 

Countryside Lippe/Höxter) 프로젝트로 리페주와 획스터주가 공동으로 시행하며 

EU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진행된다. 이 프로젝트는 상향식 접근법으로 진

행되는 프로젝트로서 각 마을 거주자들이 실질적 의사결정자로 프로젝트에 참여

한다. 2018년 기준 16개 마을이 수요 기반 디지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26개 

마을이 디지털 교육을 받고 있다. 

 세부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고 있다.

① 디지털 마을 플랫폼(digital village platform): 온라인 마켓, 지역 뉴스, 검색 

등이 가능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

② 돌봄마을(the caring villages): 지역 내 돌봄이 가능한 주민, 돌봄이 필요한 주

민을 조사하여 이를 연결해주는 서비스 제공

③ 신앙플랫폼(the faith platform): 지역 학교, 노인들이 온라인으로 신앙 활동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제공

④ 디지털 교육(digital education): 지역 주민들의 디지털 교육을 위해 지역 내 

전문가와 지역 주민을 연결하여 교육하는 서비스 제공

나. 디지털 빌리지(digital villages) 프로젝트8)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Fraunhofer Institute)는 독일 내무부(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라인란트팔츠주 체육행정부(Sports Rhineland-Palatinate) 등과 

함께 2015년부터 독일 라인란트팔츠주 내 3개 지자체(Betzdorf-Gebhardshain, 

Eisenberg, Gollheim)에서 농촌 서비스 디지털화에 대한 통합적 방법을 시험하고 

있다.

8) 본 절은 ENRD(2018b)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90 |

2015년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2019년까지 총 450만 유로를 투자하며, 지역 상

품 판매 및 교통, 통신, 전자정부 서비스 개발과 시험을 위한 공통 디지털 플랫폼 

개발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1단계 사업으로 이 프로젝트에서는 주로 애플리케이

션을 통한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으며, 온라인 마켓, 배달, 마을 뉴스, 마을 통

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 내 온라인 판매 플랫폼(BestellBar)을 구축

하여 지역 상인과 소비자를 연결하며, 상품 배송 시 해당 지역을 이동하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배송을 도와줄 수 있는 앱(LieferBar)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DorfNews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역 뉴스 제공 플랫폼을 구축하였으며, DorfFunk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지역 내 이벤트, 카풀, 서비스 홍보 등 마을 주민 간 온라인소

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한다.

2.1.2. 프랑스

가. 호혜협약 방식9)

2015년 프랑스 정부는 도·농 간 격차를 해소하고 협력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으

로 도·농 호혜협약(city-countryside reciprocity contracts) 방식을 시작하였다. 호

혜협약을 체결한 첫 사례는 브레스트시(Brest metropolitan area)와 브르타뉴 지역

(Pays du Centre Ouest Bretagne)으로 호혜협약을 통해 두 지역은 경제 개발, 사회 

통합, 건강 및 문화 서비스, 환경 및 에너지 전환 등의 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헬스케어 서비스 분야와 관련하여, 브르타뉴 지역에서도 원

격진료, 이동식 MRI 스캐너 등을 통해 브레스트시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

록 하였다. 즉, 스마트시티와 스마트농촌의 연계프로그램이다. 

9) 본 절은 ENRD(2018c)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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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프랑스 브레스트시와 중서부 브르타뉴 지역 간 호혜협약 성과

구분 내용

헬스케어

서비스 추진

- 브르타뉴 지역의 카르헤(Carhaix) 병원은 2008년 산부인과 폐원 위기

- 브레스트시(70km 원거리) 대학병원과 호혜협약 후 산부인과 존치

- 호혜협약을 통해 브레스트시 병원 의료서비스 중 전문의 원격진료, 모바일 MRI 스캐너를 브르

타뉴 지역에서도 사용 

- 브레스트 병원은 매달 ‘Health Mondays’라는 무료 저녁방송을 통해 카르헤 병원에 디지털 방송

- 전문의는 호흡기 질환, 비만, 뇌졸중 등의 예방, 인지 및 대응 방법 등 다양한 주제 설명 및 질의 

응답

- 2016년 4월부터 브레스트 외과 교과과정에 카르헤 병원에서 매년 2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직업 

훈련 수행 

바이오에너지 

생산·유통

- 브르타뉴 지역은 연간 바이오 에너지 생산 잠재량이 12만 톤 추산

- 두 영국 파트너가 참여하는 ‘지역 숲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목재산업 비즈니스를 결합 목재에너지 

클러스터 탄생

- 도시 및 지방정부의 엔지니어링 자원 공유, 공공 조명 및 친환경 건물에서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공동 플랫폼 구축

- 2017년부터 매일 브레스트시 바이오에너지 발전소에 트럭 3대분의 목재 공급, 도시의 CO2 배

출량을 크게 줄이는 효과

자료: 김동현(2018) 재인용. 

나. 로흠므(Lormes) 지역 사례10)

로흠므는 프랑스 파리의 동남쪽 부르고뉴(Burgundy) 지역에 위치한 인구 

1,300여 명의 작은 마을로 2000년대 초부터 마을의 디지털화를 위해 노력해 온 프

랑스의 대표적 스마트(디지털) 빌리지 사례이다. 이 작은 마을의 행정 모토는 ‘미

래의 작은 마을(petite ville du futur)’이다. 이 마을은 농촌의 매력과 자원을 개발하

고 공공서비스를 통해 더 발전하는 농촌 마을을 만들기 위해 농촌의 혁신적인 디지

털 정책 개발의 모범사례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럽의 미래 농촌 마을로 알려져 있다. 

이 마을의 특징과 장점은 16년 전 정부의 지원 없이 지역 의원들의 의지로 디지

털 농촌을 적극 추진하고 실천했다는 것이다. 즉, 지역주민의 필요와 의지에서 시

작해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스마트 빌리지 개발을 주도해 성공한 것이 핵심 요인

이다. 마을의 대표들은 공공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세대 간 소통을 증진하는 것은 

물론 귀농·귀촌인에게 보다 나은 정주여건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10) 본 절은 ENRD(2018c)와 해외출장 결과를 정리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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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핵심에는 ‘농촌 디지털 허브(the rural digital hub)’가 있다. 이곳을 통해 

지역주민의 공동작업, 지역주민의 디지털 교육과 훈련, 화상통신, 원격근무 장소 

제공, 지역주민이 원하는 디지털 콘텐츠와 기기 제공은 물론 전문적인 ICT 지원 

등 첨단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로흠므 마을은 다음과 같은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① (원격근무) 디지털 허브를 통한 스마트 워크 타운

② (의료) 전자의료(원격의료 적용) 센터

③ (문화) 다기능 공공미디어 및 비디오와 시네마 센터

④ (교육) 미디어 테크 및 학습 공간(다기능디지텉 교육 도구를 활용하여 학급

별 특수 수요 반영, 고령인구에 대한 디지털 교육 실시)

⑤ (농산업) 지역의 소비자, 농민을 위한 유통 및 수집 중심 및 식품 가공

⑥ (농촌관광 및 산업) 농촌관광 및 지역 상품을 위한 전자정부 제공

그림 4-4  프랑스 로흠므(Lormes) 마을의 디지털 허브

자료: ENRD(2018c). 

2.1.3. 영국11)

콘월(Cornwall) 지역은 EU와 영국 정부의 재정지원 프로그램으로 농촌의 디지

11) 본 절은 ENRD(2018a)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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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화를 추진하는 영국의 대표적 사례이다. 먼저 영국 정부는 농촌에서의 광대역 

통신망 접근성을 개선하고 농촌주민의 디지털 교육 확대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콘월은 2011년 총 1억 3,200만 파운드를 투자하여 광대역 통신망을 설치하

였으며, 2016년 기준 콘월 내 인터넷 미사용자 비율은 10%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교육 부문에 대해 콘월의 도서관 및 커뮤니티 센터에서 무료 디지털 교육을 진

행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2018년까지 57개 지역에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이 제

공되었다. 또한 VR 등을 이용하여 세대 간 기술 격차를 극복하고 최신 기술에 대

한 접근성을 개선하였다.

시골 지역의 고립과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작된 EPIC(E-health, Productivity and Innovation in Cornwall and the Isles of 

Scilly) 프로젝트는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로봇 등을 활용하여 치매환자, 요양원 

내 노인 등의 심리적 안정 및 치료 등을 위한 최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health 

Innovation Challenge Fund는 지역기업이 의료팀과 협력하여 기술 솔루션을 설계 

및 지원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였다. 플리머스(Plymouth) 대학의 간호학, 의

학, 심리학, 로봇 공학, 경영학, 공공 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콘월의 관

계자와 함께 요양원 거주자를 위한 화상 통화 연결, 애플리케이션 지원, 치매 환자

를 위로하는 케어로봇, 농촌지역에 신속하게 비상 장비를 이송할 수 있는 드론 사

용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그림 4-5  콘월(Cornwall) 내 VR 장비 및 치매환자를 위한 로봇 예시

자료: ENRD(201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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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일본12)

일본의 가가와현 원격진료 사례이다. 일본에서 가장 작은 현인 가가와현은 임

산부의 건강 상태를 가까운 의원에서 확인하고 그 기록을 가가와 대학 부속병원에

서 관리·감독하는 형태에서 시작하였다. 이후 치료 목적에 따른 원격 진료 관련 기

술, 원격 진료를 기초로 하는 전자의무기록 관리 방안 등을 개발하였으며, 산부인

과 외에도 만성질환 관리 등으로 진료 과목이 확대되었다.

가가와현은 K-MIX(Kagawa Medical Information Exchange)라는 원격진료 기

술 통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통해 1) 원격판독, 2) 의료 데이터 

저장 및 관리, 3) 병원 간 데이터 공유, 4) 뇌졸중, 임산부 관리, 당뇨병 등 질병에 따

른 관리 시스템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문의가 근무하

고 있지 않은 소규모 병원에서도 자세한 진단이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

격으로 전문적 처방 및 진료가 가능하다.

2.1.5. 중국13)

중국의 황산점촌(黄山店村) 사례이다. 황산점촌은 약 1,200명이 거주하는 마을

로, 2000년대 초반의 주 수입원은 광산자원이었으나, 중국 정부가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면서 채석장, 시멘트 공장 등을 폐쇄하고 관광업을 차기 수입원으로 설정

하였다. 특히 2012년 7월 발생한 홍수 피해 복구 과정에서 농촌 현대화 및 관광업 

개발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현재 황산점촌은 홍엽절(红叶节), 농

가 민박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평균 연간수입이 2,000만 위안을 넘는 

성공적인 관광농업 전환사례가 되었다.

2015년에 1차 스마트농촌 건설계획인 ‘황산점촌 3·2·1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2016년에 완료되었으며, 2016년 11월에 2차 건설계획이 추진되었다. ‘황산점촌 

12) 본 사례는 박수경(2011)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13) 본 사례는 해외출장(2019. 8. 21.~8. 24.) 결과 중 일부를 정리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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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프로젝트’는 각각 3개의 시스템 건설, 2개의 위챗 플랫폼 구축, 1개의 황산

점촌 홈페이지 제작을 의미한다. 3개 시스템은 WIFI 기반 무선 인터넷 시스템, 

CCTV 실시간 감시 시스템, 관광객 유동량 분석 시스템 건설을 포함하며, 2개의 

위챗 플랫폼은 중국 최대의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위챗을 기반으로 한 공

공서비스 플랫폼, 주민 커뮤니티 플랫폼 구축을 의미한다. 

2016년 추진된 스마트농촌 건설계획은 스마트농촌 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촌

민 생활 만족도 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 1차 계획에서 구축한 위챗 기반 플랫폼

을 확장하여 주민 무상 서비스 및 정부 활동 공개 서비스를 추가하였으며 위챗을 

기반으로 한 주민 서비스 플랫폼은 수리, 농업 기술 교육, 재해 경보, 촌 당위원회 

문건 공개 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림 4-6  황산점촌(黄山店村) 주민 서비스 관련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자료: 서대석(201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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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해외 정책: 유럽연합 스마트빌리지 정책

2.2.1. 유럽연합의 스마트빌리지 정책 방향

유럽의 농촌개발 관계자들은 2016년 9월 아일랜드 코크(Cork)에서 개최된 농

촌개발 콘퍼런스(the European Conference on Rural Development)에서 유럽 농촌

지역의 미래비전과 정책을 담은 코크 선언 2.0(Cork 2.0 Declaration)을 발표하였

다. ‘농촌지역의 더 나은 삶(a better life in rural areas)’을 비전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농촌이 보유한 잠재성 및 자원에 대한 홍보, 농촌에 대한 투자, 결과 중

심의 농업·농촌 정책 개발 등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이후 EU는 2017년 ‘EU Action for Smart Villages’를 공식적으로 시작하였다. 

EU의 스마트빌리지 정책은 각 지역의 필요와 잠재력의 토대에서 지역 특성에 맞

춰 전략 개발 및 투자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인프라나 비즈니스 개발과 함께 기술

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EU는 스마트빌리지 추진 방향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로 선정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7. 4.)

①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

② 공공서비스의 예산 절감과 집중화에 대한 지역 해결책 모색

③ 작은 마을과 도시 간 연계성 개발

④ 저탄소, 순환 경제 전환에서의 농촌지역의 역할 극대화

⑤ 농촌지역의 디지털 전환 촉진

2018년 10월 유럽의회는 농촌, 산악 및 외곽 지역의 특정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결의안(Resolution on addressing the specific needs of rural, mountainous and 

remote areas)을 채택하였으며, ‘유럽 스마트농촌 어젠다’(Smart European Rural 

Agenda)는 이 결의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농촌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우선적으로 추

진되어야 하는 분야에 대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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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유럽 스마트농촌 어젠다(Smart European Rural Agenda)

구분 내용

스마트(smart)

- 고품질 운송, 안정적인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투자 및 고속 광대역 구축을 통해 공공 서비스에 

대한 연결 및 액세스를 향상

- 디지털 및 사회 혁신을 통해 공공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스마트빌리지를 개발하고 저탄소 분산 

에너지 솔루션 개발 장려

- 접근 가능한 평생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인적 자본 및 집단기술에 투자

지속가능성

(sustainable)

- 순환 경제에서 혁신과 소규모 재생에너지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환경 문제를 해결

- 지속 가능한 관광을 개발하고 농촌 공동체의 정체성을 홍보함으로써 유무형의 문화유산 및 천연

자원을 보호

- 농촌 건물에 비용 효과적이고 깨끗한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여 탈 탄소 및 대기 질 개선

사회(society)

- 농촌과   도시 파트너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통합된 접근 방식을 통해 농촌 도시 간 격차를 극복

하여 공통의 목표와 이익을 추구

- 사업을 지원하고 각 지역의 강점에 투자함으로써 시민, 특히 농촌 여성에게 동등한 경제 기회를 

제공

- 기업가 정신과 경제 다각화를 촉진하기 위한 투자를 통해 젊은 농민과 농촌 청년들을 지원 

자료: RUMRA&SMART VILLAGES 홈페이지(https://www.smart-rural-intergroup.eu: 2019. 10. 9.).

2.2.2. 유럽연합의 스마트빌리지 추진체계

유럽연합(EU)은 농촌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산하에 ‘유럽농촌개발네트워크(The European Network for Rural Development: ENRD)’ 

기구를 두고 있다. ENRD는 유럽연합 회원국 간 농촌개발 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

하는 유럽연합 정부 자문기구(네트워크)이다. 네트워크에는 정책입안자, 농업인, 

NGO, 농촌개발 부문별 전문가, 농촌개발 재정담당 등 농촌개발을 위한 다방면의 

이해관계자 집단이 참여하며, 상호교류를 통해 궁극적으로 유럽연합의 바람직한 

농촌개발 정책이 입안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자문한다.

ENRD는 EU의 어느 한 국가나 지역의 모범사례를 공유하며 다른 지역에도 그 

사례가 전파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EU 중앙 집행위원회는 물론 회

원국과 지방정부 및 농업인 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정책 추진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유럽의 스마트빌리지 확대를 위해 2021년 새로 시작될 유럽연합의 공

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에 ‘디지털 전략’에 대한 계획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세부 정책 입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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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RD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빌리지의 핵심 목표는 농촌주민들 간의 유대와 

이를 도와줄 수 있는 기술의 도입이다. 스마트빌리지의 시작점은 농촌지역 그 자

체이며 인터넷 등 신기술을 배우기 위해 주민들이 모여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이러한 신기술 적용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인 사회적 영향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므로 기술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을 도구로 이용해 공동체 유대감 확장은 물론 농촌 공동체 주민들이 함께 만드는 

가치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주목적이다.

유럽의 농업·농촌 문제에 해결을 위한 스마트빌리지 정책 추진을 위해 ENRD

와 유럽의 지방정부가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지역 농촌주민들의 필요와 이용 

가능한 기술 여건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미래상을 그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

주민들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중요하며 현재 추진된 유럽의 스마

트빌리지와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전략에도 정부와 주민참여가 가장 기본적 이념

으로 작용할 것이다. 

유럽연합의 스마트 빌리지 지원자금은 정부자금과 자발적인 지역주민의 참여

(무상 노동력 제공 등)로 구성된다. 유럽연합은 많은 국가와 국가 내에서도 지역 

간 환경이 달라 단기간 내에 스마트빌리지 정책를 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

라서 유럽연합 차원의 정책 접근은 각 국가별 전략은 물론 지방정부의 전략과 환

경, 지역 주민의 의향 등이 반영되어 정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접

근하고 있다. 

3. 주요국의 사례와 정책 시사점 

우리나라의 스마트농촌 관련 사업은 ‘ICT 융복합 사업’,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지능형 ICT 타운 조성사업’ 등이 있고, 정책으로는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8~2022)�에서 스마트 빌리지 구축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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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융복합 사업’의 주체는 통신사, 농협, 대학교이며 주요 내용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양방향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 스피커, 독거노인 돌봄, 치매

환자 위치확인, 야생동물 피해방지 등이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의 

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며, 삼척시와 무안군 2곳이 2019년에 선정되어 아

직 그 성과는 알 수 없으며, 주 내용은 농어촌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생활편의를 제

공하는 것이다. ‘지능형 ICT 타운 조성사업’의 주체는 행정안전부이며, 청도군과 

완도군 2곳이 2019년에 선정되어 그 성과는 아직 알 수 없으며, 청도군의 경우, 돌

봄 서비스, 유해조수 퇴치, 스마트가로등 등을 포함하며, 완도군은 해양치유산업

과 연계한 지능형 ICT 타운 모델을 개발한다. 

스마트농촌 관련 국내 정책은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8~2022)｣에서 

농어촌 마을 문제 해결, 도·농 격차 해소를 대안으로 스마트 빌리지 구축을 제시하

고 있다. 우리나라 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로 시범사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아직 

시범사업 단계이므로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시범사업 다음 단계인 보급사업에 

외국 사례가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먼저 독일 오스트베스트팔렌-리페 지역 사례와 같이 농촌주민의 필요에서 시작

한 상향식 접근방법이 이루어져야 하며, 각 마을 주민들이 실질적인 의사결정자

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정부는 마을 주민의 요구에 맞게 디지털 애플리케이션

을 개발하고, 이 사업이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 디지털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

해야 한다.

프랑스 호혜협약 체결에서는 스마트시티(브레스트시)와 스마트빌리지(브르타

뉴)가 연계되어 원격진료, 이동식 MRI 스캐너 등을 통해 브레스트시의 의료서비

스를 브르타뉴 지역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업에서도 어느 

지역 단독으로 스마트농촌 사업을 시행하기보다는 스마트시티와 연계되었을 때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콘월지역은 농촌의 디지털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콘월 관계자와 

연계되어 농촌주민이 필요로 하는 치매 치료, 노인들의 심리적 안정 및 치료 등을 

화상통화 연결, 앱 지원, 치매 환자를 위로하는 케어로봇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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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고 있다. 우리 농촌의 디지털화 가능성은 다른 국가에 비해 우수하다고 판

단되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가 요구된다. 또한 ICT 기술이 접목

된 화상통화 연결, 앱 지원, 케어로봇 등의 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이끌고 갈 주체

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가가와현은 K-MIX라는 원격진료 기술 통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지 않은 소규모 병원에서도 자세한 진

단이 가능하다. 우리도 원격진료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도서지역 등 도시

와 교통이 불편한 곳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필요하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나, 많은 이해 당자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개인의 

병원 기록이 공유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제5장

미래 농촌을 위한 대응전략





제5장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제5장 미래 농촌을 위한 대응전략 | 103

미래 농촌을 위한 대응전략

1. 미래 스마트농촌의 목표

농촌지역은 인구수 감소와 도시와 농촌 간의 생활환경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

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을 수립하

고, 국가균형발전총괄지표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개발하였다. 정량지표로는 

지역 삶의 질 향상, 경제적 가치 창출, 정성지표로는 주민행복, 사회적 가치를 창

출하는 것이다. 부문 지표로는 주거·교통, 산업 일자리, 시민참여·공동체, 보건·복

지, 문화·여가, 환경, 교육, 안전 등이며, 이를 지역 낙후도에 따라 차등 지원을 실

시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농촌 분야에 많은 정책과 연구가 있었으나 4차산업혁명 기술과 연계

된 정책은 적었다. 우리 농촌의 농촌복지, 의료, 교육, 교통, 에너지, 정주, 안전 7개 

분야에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여 ‘살기 좋은 미래 농촌으로 도약’을 스마트

농촌의 미래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른 대응 전략으로는 스마트농촌 보급 활

성화 전략, 스마트농촌이 실현되기 위한 스마트농촌 실용화, 실용화되기 위해 스

마트농촌의 인프라 구축, 이 모든 것을 담당할 수 있는 주체별 거버넌스 체계 구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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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스마트농촌 확대전략 및 과제

목표 살기 좋은 미래 농촌으로 도약

대응

전략

(전략1) 스마트농촌 활성화

① 민간투자 활성화

② 농촌 관련 플랫폼 설치

③ 농촌 생활환경 App. 개발

(전략2) 기술보급 실용화

①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

② 지역 특성 맞춤형 기술보급

③ 설치 시·군 성과 확산

(전략3) 인프라 구축

① 법, 규제, 제도 정립

② 개인 정보 보호

③ 광대역 통신망(5G)

(전략4) 거버넌스 체계 구축

① 주체별 역량 강화

② 컨트롤타워 설치

③ 다부처사업

④ 스마트시티와 연계

분야

과제
① 문화‧여가, ② 교육, ③ 교통, ④ 농촌생활, ⑤ 의료, ⑥ 복지, ⑦ 안전

자료: 저자 작성.

2. 미래 스마트농촌 대응 전략

2.1. 미래 스마트농촌 활성화 전략

정부의 스마트농촌 관련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민간 기업으로부터 인

프라 구축 및 민간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되어야 한다(김연중 외 

2017). 스마트농촌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설치 인프라와 IoT 분야에 

기술 개발 투자가 필요하다(김연중 외 2017). 현재 통신 대기업들도 그들이 지닌 

통신과 ICT 기술을 살려 스마트농촌을 추진 중이다(김연중 외 2017). 일례로 KT

는 2010년에 농업과 의료 분야에 KT 스마트농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SKT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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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세종창조혁신센터와 협업을 통해 세종창조마을을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연중 외 2017). 결국 우리 농업에 외부자본과 민간

이 개발한 기술이 자연스럽게 접목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

다(김연중 외 2017). 

둘째, 지역별 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 설치되어야 한다. 스마트농

촌이 건설되기 위해서는 농촌의 생활환경을 ICT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농촌지

역의 복지, 의료, 교육 등에 대한 데이터를 IoT로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

하여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이를 활용하여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에 이용되도록 해

야 한다. 문제는 현재 지역 정보가 분야별로 관리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복

지 관련 정보는 복지 클라우드에 올려져 있고, 의료는 의료 클라우드에 올려져 있

다. 농촌이 스마트농촌으로 진전되기 위해서는 농촌의 정보가 서로 융합되어 관

리될 수 있도록 ‘스마트농촌 관리·운영 플랫폼’이 설치되어야 한다. 

농촌에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설비는 구축되어 있지만,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콘텐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속으로 비용이 들고, 원하는 콘텐츠가 없기 

때문에 농촌주민들의 이용률이 낮아지는 사례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촌

주민의 니즈를 반영한 콘텐츠 개발과 농촌지역 VR, AR 콘텐츠 제공을 위한 전국 

또는 지역 단위 공동 플랫폼을 구축하고 콘텐츠의 공동 구매 및 공동 활용을 고려

해 볼 수 있다.

농촌의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 콘텐츠가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비용 부담으

로 인하여 농촌학생의 학과 교육 및 농촌주민의 영농기술교육에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따라서 농촌학생과 농촌주민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플랫폼 구축이 필

요하다. 

셋째, 스마트농촌 기술 수요자인 농촌거주자가 손쉽고 빠르게 스마트농촌 기술

에 적응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농촌 생활환경 관련 애플리

케이션 개발 보급이 시급하다(김연중 외 2017). 

농촌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애플리케이션으로는 태풍, 가뭄, 홍수 등

에 대응할 수 있는 자연재해 감지 및 예방, 최근 개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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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 커지고 있는 유해동물 접근을 감지하고 이에 대응하는 서비스, 농작물 도

난방지를 위해 지능형 CCTV를 활용하여 움직임을 감지하고 실시간으로 통보 및 

스피커로 경고하는 서비스 등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김연중 외 2019). 농촌

의 스마트 분야에서 에너지 절감을 위해 농촌의 태양광, 에너지 절감시설, 에너지 

고효율 전기 기구 등에 사용되는 전력을 제어할 플랫폼과 수요자용 애플리케이션 

개발도 요구된다.

2.2. 미래 스마트농촌의 실용화 전략

농촌이 스마트화되기 위해서는 개발된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스마트농촌 보급 확대를 위한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이 매우 중요

하다. 스마트농촌 관련 인프라 구축은 스마트시티에서 추구하는 효율성에 따른 

민간 투자로는 충분히 활성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스마트농촌 정책은 농촌 복지

정책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스마트시티 분야는 기업 차원의 접근이 가능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나, 스마트농촌에 있어서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기업 참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서비스 체계 개발 및 운

영 기본 방식에 대한 공공 연구개발, 공공 용도의 유무선 네트워크와 클라우드 등

의 공공 인프라 구축, 운영시스템의 개발비 보조와 운영비 보조와 같은 방안이 모

색되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무안읍과 삼척시의 스마트빌리지 사업의 경우에 

사업 종료(3년) 후부터 네트워크 사용료를 지역에서 지불해야 하는데 농촌지역 

자체로서는 큰 부담이 될 거라 예상된다. 농촌주민의 문화·여가 생활을 위해서 

AR/VR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 AR/VR 기기가 설치되었지만, 콘텐츠를 사용하

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비용이 들고, 원하는 콘텐츠가 없기 때문에 농촌주민들의 

이용률이 낮아지는 사례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촌주민의 니즈를 반영한 

콘텐츠를 전국 또는 지역 단위의 공동 플랫폼으로 구축하고 콘텐츠의 공동구매 및 

공동활용함으로써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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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스마트농촌 관련 기술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과 지역 실정에 

따른 요구사항을 결합한 시설이 보급되어야 한다. 스마트농촌의 구현 방법은 각 

지역의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역 상황을 몇 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컨대 의료서비스가 중요한 지역, 베드타운 지

역, 넓고 인구가 적은 지역, 상수도 등 물관리가 필요한 지역, 귀농·귀촌이 많은 지

역, 물류에 대한 세밀한 통제가 필요한 지역, 폐가가 많은 지역 등 무수히 많은 농

촌지역 형태들 가운데 스마트농촌 구축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몇 개의 유형으로 

구분 짓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농촌의 유형화는 농촌 현실에 대한 기초 통계자료

를 기반을 두어 도출되어야 하는데 관련 통계자료는 현재로는 충분치 않은 상황이

다. 스마트농촌 정책 수립에 앞서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한편, 농촌지역의 학

생을 위해서는 동영상 수업에서 진화한 지능형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다. 학생은 

VR, AR 등과 같은 4차산업혁명 기술요소들을 활용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교육

과정에서 학생의 행동, 능력, 학습방향 등 학생 관련 능력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빅

데이터로 분석한 후, 축적된 빅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하여 개별 학생에

게 맞는 맞춤형 학습 내용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교사와 보호자가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셋째, 스마트농촌을 실현하는 주민 및 지자체는 스마트농촌 관련 기술이 보급

되었을 때 성공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의 물적·인적 자원 

보유실태, 기간 시설 유무,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내용, 지역주민을 이끌어 갈 리

더, 지역 주민의 참여로 확산성, 지속 가능성, 인근 스마트시티와 연계로 확산성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2.3. 미래 스마트농촌의 인프라 구축 전략 

스마트농촌의 안정적 실현을 위해서는 첫째, ｢스마트농촌법｣제정이 필요하다. 

스마트도시에 대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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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법)은 현재 제정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스마트도시의 건설을 위한 정책이 수

립 시행되고 있다. ｢스마트도시법｣이 한국형 스마트시티 정책을 추진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해왔기 때문에 ｢스마트농촌법｣을 통한 관련 정책 추진 또한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스마트도시법｣ 제1장 제1조는 이 법률의 목적을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

성, 관리·운영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

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 및 국

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으로 제시한다. 이 법에 근거하여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도 이루어진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5년 단위로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

다)을 수립하기로 되어 있다(｢스마트도시법｣ 제2장 제4조). 

｢스마트농촌법｣을 제정하여 스마트농촌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해야 한다. 이 

법에 근거하여 스마트농촌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은 스마트농촌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5년 단위로 스마트농촌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방안도 있다(나채준 외 2018). 

농촌의 생활환경이 개선되어야 할 주요 분야는 의료 분야이다. 그러나 농촌지역은 

의료시설이 있는 도시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어려움이 있

다. 농촌주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도시의 대형 병원시설을 이

용할 수 있는 원격의료시스템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이용했을 때 의료행위 문제,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등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관계 법, 제도가 사

전에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스마트농촌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 및 관리가 체계

적으로 이루어지고, 수집·분석·관리 주체도 분명하게 정립되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망이 필수적이다(김병률 외 2018). 기본적 단계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의 

새로운 체계도 구축되어야 한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나아가 AI에 의해 발생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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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물 등 향후 발생한 다양한 형태의 결과에 대한 개념과 개인보호 제도 정비가 절

실하다(김연중 외 2017). 이를 해결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술도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4차산업혁명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은 광대역 통신망이다. 스마트한 일상

이 가능해지도록 광대역 통신망, 모바일 통신, 5G 등이 더욱 확대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통신망을 보유하고 있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은 새 

먹거리로 스마트시티와 스마트농촌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스마트시티와 스마트

농촌 실현을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인프라가 통신망이다.

2.4. 미래 스마트농촌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전략 

앞에서 스마트농촌의 활성화 전략, 스마트농촌의 적용되는 기술의 실용화 전

략, 스마트농촌을 구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전략 등을 언급했지만, 이를 실행하

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거버넌스에서 중

요한 것은 첫째, 스마트농촌 관련 주체별 역량 강화이다. 스마트농촌 실천을 위해 

중앙정부, 관련 시·군 등이 협력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김연

중 외 2017).

둘째, 스마트농촌의 컨트롤타워 및 스마트농업 워킹그룹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김학용 2018). 스마트농촌의 특성상 복지, 의료, 교통, 에너지, 안전 

등 다종·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협업이 필수 불가결하다(김학용 2018). 따라서 이

를 통합 관리하고 기획할 수 있는 헤드쿼터가 설치되어야 하며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김연중 외 2016). 

셋째, 스마트농촌 사업은 다부처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의 다부처가 연관되어 있는 분야로 사업

화를 위해서는 다부처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부처 간 협업

을 할 수 있는 사업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사업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부처별 사업을 모듈화하여 개별 농촌 환경에 맞추어 제공할 수 있는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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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그림 5-2> 참조). ‘기관별 협력’ 부문에서는 ‘기술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가 요구된다(김연중 외 2017). 스마

트농촌 특성상 농림축산식품부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행

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양한 정부 부처와 농촌진흥

청, 연구기관 등이 협력해야 한다(김연중 외 2017).

그림 5-2  미래 스마트농촌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자료: 저자 작성. 

넷째, 스마트농촌은 스마트시티와 연계가 필요하다. 도시는 물적 인프라가 이

미 투자된 환경에서 스마트시티 기술의 적용이 용이한 점이 있고, 또한 개선 및 효

과를 극대화할 분야가 명확하다. 그러나 농촌은 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환경에서 

스마트시티에 적용된 기술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스마트도

시의 인프라와 기술을 공유할 수 있도록 연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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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마트농촌을 위한 향후 과제

농촌의 생활환경 7개 분야 연구 결과를 이용하여 스마트농촌을 위한 향후 과제

를 도출하였다. 농촌 생활환경 7개 개선 분야에 대해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미래의 바람직한 농촌의 모습을 그려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차산업혁명 기술

이 무엇이 있는지,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를 파악해 보았다.

농촌의 문화·여가 분야에서는 VR/AR 등 정교한 하드웨어 개발이 필요하다. 이

를 이용하면 문화·여가 교육이나 다양한 정보제공, 오락, 쇼핑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VR/AR에 담겨질 콘텐츠는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와 AI를 통해 구현

할 수 있고, 이를 초고속 통신망을 통해 수요자에게 적절히 제공할 수 있다. 정부 

또는 민간은 생활환경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광대역 통신망 5G를 구축하는 데 민

간 참여가 활발해지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농촌 교육 부문에서는 현재 대학 중심의 MOOC 플랫폼을 초중고 교육을 위한 

플랫폼, 더 나아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플랫폼으로 확대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플랫폼은 농촌지역 학생에게 무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농촌 학생

에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ID를 제공하여 농촌지역의 학생이 원격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 가야 한다. 

농촌 교통 부문은 자율주행서비스, 공유형 교통서비스, 수요응답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사물인터넷이 연계되어야 하며, 자동차의 동선 등을 분석하는 인공지

능(AI) 개발이 요구되며, 스마트시티의 자동차 관련 인프라를 스마트농촌에서도 

이용가능하도록 설계 운영되어야 한다. 

농촌 생활에너지 부문은 에너지 비용 절감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4차산업혁명 기술요소인 IoT, AI 등을 활용한 스마트그리드가 농촌에 적

용되어야 한다. 농촌 가정 내 전력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플랫폼과 수요자용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필요하다. 



112 |

농촌 의료 분야는 개인용 웨어러블 기기와 운동 기구 등에서 IoT를 이용하여 개인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개인에게 서비스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 의료진 간의 문제, 책임소재 관련 법, 제도의 문제

가 있을 수 있으니 기술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사전에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복지 분야는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독거노인은 물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돌봄 

로봇, 정서안정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로봇에 대한 적극적 보급·확대가 이루어져

야 한다. 농촌복지 문제는 농촌의 소외지역에 사회적 기업 등 공공 성격을 갖는 사

기업이 적극적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예산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농

촌복지문제는 민간 기업의 영리가 아닌 국가의 공공성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농촌의 안전 분야는 2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농촌 생활에서 안전, 둘째는 농

작업에 의한 안전이 있다. 농촌 생활 안전을 위한 4차산업혁명 기술로는 IoT, 빅데

이터, 클라우드 및 AI가 있으며, 관계 정보를 적지·적소에 확산하기 위한 플랫폼 

등 정보전달체계 및 수요자 맞춤형 애플리케이션의 개발도 요구된다. 

결국 농촌지역의 지역별 특성에 따른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예·경보 시스템

이 필요하고, 4차산업혁명 기술이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 및 보급, 도시와 농촌의 연계를 위한 인프라 구축,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

롤타워가 필요하며, 이 모든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제도가 사전에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스마트농촌의 생활환경 개선 보급 확대 주체는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다부처가 연계되어 있다. 사업시행자는 중앙부

처, 기초자치단체 등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여기에 민간 기업도 투

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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