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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왜 농촌 재생인가? 



Ⅰ. 왜 농촌 재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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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생활사막’ 확대 전망> 

자료: 국토연구원(2018) 

Ⅰ. 왜 농촌 재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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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왜 농촌 재생인가? 

<청년실업률(%)>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주택 매매가격지수 (2003년=100)> 

6 자료: 통계청 자료: 한국부동산원 자료: 통계청 



Ⅰ. 왜 농촌 재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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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왜 농촌 재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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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왜 농촌 재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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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농촌 재생의 여건 



2000~2004 순증가 시군 2005~2009 순증가 시군 2010~2014 순증가 시군 2015~2019 순증가 시군 

0~2500 명 

2500~5000명 

5000명 이상 

0~2500 명 

2500~5000명 

5000명 이상 

0~2500 명 

2500~5000명 

5000명 이상 

0~2500 명 

2500~5000명 

5000명 이상 

Ⅱ. 농촌 재생의 여건 

<연도별 인구 순유입 시∙군의 공간적 확산> 

11 자료: 성주인 외(2019) 재구성 



Ⅱ. 농촌 재생의 여건 

12 

(A) 8,072 

(B) 7,984 (A) 7,366 

(B) 7,244 (A) 6,790 

(B) 6,640 

(단위: 천 명) 

주: 인구 추이는 통계청 총조사 인구 기준 



Ⅱ. 농촌 재생의 여건 

13 자료: 송미령 외(2019) 재구성 



Ⅱ. 농촌 재생의 여건 

14 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원자료 분석 결과 



Ⅱ. 농촌 재생의 여건 

시·군별 귀촌인 수 분포 
(2015~19년 평균값) 

시·군별 귀촌인 증감율  
(2015~19년 연평균) 

증가율 상위지역(1) 

15 

증가율 상위지역(2)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9) 

시·군별 지방소멸지수 

Ⅱ. 농촌 재생의 여건 

16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0) 

시·군별 지역재생력지수 



Ⅱ. 농촌 재생의 여건 

17 자료: 송미령 외(2020) 재구성 

읍 면 
농
촌 

읍 면 
농
촌 

(단위: 천 명) 



Ⅱ. 농촌 재생의 여건 

18 자료: 송미령 외(2020) 재구성 



(A) 코로나 19 이후 귀농·귀촌 의향  변화 전망(연령별) (B) 환경 변화(코로나19, 미세먼지 등)로 인한 장래 농촌  전망 

Ⅱ. 농촌 재생의 여건 

주: ‘20년 도시민 1,011명 조사 결과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 ‘20년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 결과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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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농촌 재생의 여건 

주: 각 항목 11점 척도(0~10점)로 측정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 정주 만족도 조사 보고서’(2020년) 재구성 20 

(10점 만점 기준) 

동 읍 면 동 읍 면 동 읍 면 



(A) 농촌 난개발 문제 심각성 
: 심각하다는 응답 비율 

(B) 바람직한 농촌 발전 모습 

Ⅱ. 농촌 재생의 여건 

21 
주: ‘20년 도시민, 농촌 주민 3,323명 설문조사 결과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Ⅱ. 농촌 재생의 여건 

(A) 농촌 주거지 유형별 거주 인구 비율 변화 추이(%) (B) 연도별 분산 거주 주민 증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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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00×100m 인구격자 자료의 GIS 분석을 통해 분산 주거지 입지를 분석 
자료: 국토정보플랫폼 

(단위: 천 명) 
193.2만 명 

201.5만 명 

204.6만 명 



Ⅲ.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 



Ⅲ.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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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 

25 자료: 일본 관계인구 포털사이트 https://www.soumu.go.jp/kankeijinkou/index.html 

유형 대상 

관계심화형(연고 형) 지역 연고자 

관계심화형(고향납세 형) 고향납세자  

관계창출형 관계희망자  

저변확대형 도시 소재 NPO, 대학 연계 

저변확대(외국인)형 외국인 교류 촉진 



Ⅲ.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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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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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입주 기업 Sansan 위성사무실 
클라우드 명함 관리 전문기업(2010년 입주) 

위크 가미야마 
- 일주일 체류하면서 업무방식 체험하는 숙박시설 

Ⅲ.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 

28 



Ⅲ.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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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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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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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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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층을 포함한 다양한 인적자원 유치 및 활용 

 관계인구 확대, 도시민들의 다양한 요구 실현을 위한 지원 

 유휴시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농촌의 공간적 제약 극복  

 창업 및 기업활동 공간으로서 농촌 가치 재창출 

 지역 주도 농촌 자원 가꾸기, 주거환경 보전 활동 유도 

 난개발 시설 등 농촌다움 저해요소의 효과적 관리 

적극적인 
도농 상생 

모색 

불리한 
농촌 여건 

극복 

농촌다움 
가치 제고 

Ⅲ.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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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농촌 재생의 방향과 과제 



Ⅳ. 농촌 재생의 방향과 과제 

도농상생을 통한 

농촌 활성화 

 농촌 주민과 도시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 추구 

 관계인구 확대를 고려한 전략 추진 

분산 거주 

여건에 맞는 

서비스 확충 

 저밀도 분산거주를 반영한 필수 

생활 서비스 충족 

 창의적인 서비스 전달 방법 채택 

조화로운 

농촌 공간 형성 

 농촌 자원을 보전하고 가치를 높이는 

시책 추진 

 공간 구조를 반영한 공공 투자와 주거

환경 정비 

정책 추진 방식 

변화 

 지역 주체 주도 정책 추진 방식 정립 

 지역 재량을 확대하는 협약 방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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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농촌 재생의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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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에서 버킷리스트 실행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정책 요구 ] 

(복수응답 결과) 

Ⅳ. 농촌 재생의 방향과 과제 

37 
자료: 송미령 외(2019) 재구성 

(단위: %) 



Ⅳ. 농촌 재생의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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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농촌 재생의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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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계획 제도화를 위한 기반 조성 



• (30분) 소매·보건·보육 등 기초생활 서비스 

• (60분) 문화·교육·의료·창업 등 복합서비스 

• (5분) 응급벨, 무선방송 등 긴급 연락체계 

Ⅳ. 농촌 재생의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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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농촌 재생의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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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특성화된 농촌 재생 모델 개발 지원 

농촌협약을 바탕으로 분야별 사업 연계 지원  다부처 사업 지원체계 마련 

농촌 재생 확산을 위한 지역 단위 거버넌스 형성 

기존 주민, 귀농귀촌인, 도시 창조계층 등 다양한 인적 자원 참여  지역활동그룹(LAG) 형성 

외부 혁신주체와 연계한 사회실험 촉진 

민간기업 등의 자본, 혁신역량을 활용한 농촌 혁신창출 실험 유도  농촌 리빙랩 확산 

Ⅳ. 농촌 재생의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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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농촌 재생의 방향과 과제 

농촌협약의 단계적 

확대를 통한 

농식품부 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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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농촌 재생의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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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주인 선임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