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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촌을 살려라’ 프로그램은 최근 농촌에서
일어나는 사회현상을 통해 학생들이 우리의
농촌에 관심을 가지고 미래직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2. 본 프로그램은 농촌이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 꼭 필요함을 느끼고, 농촌의
사회적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농촌재생전문가’라고 하는 새로운 직업을 통
해서 농촌과 관련된 미래 직업을 인식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
다.

3. ‘규성이의 일기’를 통해서 우리 농촌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학생들이 공
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양한 글 자료를 제시하고, 영상 자료를 QR코드
로 제공하여 학습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마지막 활동에서는 ‘사회적 참여’ 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업에서 조사
하고 탐구했던 내용을 다른 사람들과 널리 공유하기 위한 활동으로 수업과
관련된 정부부처(농림축산식품부)에 제안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둠
간 경쟁보다는 참여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며, 제안하는 이유와 제안하는 내
용이 잘 나타나도록 표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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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촌문제’ is 뭔들?

2. 우리의 농촌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3. 소통으로 실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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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농촌문제’ is 뭔들?

‘농촌문제’ is 뭔들?
농촌재생의 필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농촌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농촌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필기도구, 스마트폰(또는 컴퓨터)

1. ‘규성이의 일기’를 읽어 보고 농촌이 가진 문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규성이의 일기
201O년 O월 O일
주말동안 할머니 댁에 다녀왔다.
할머니는 오래 전부터 과수원을 가꾸어 오셨
다. 과수원에서 나온 사과를 팔아서 우리 아버
지 학교도 보내주시고, 3형제를 모두 키우셨다
고 한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시골에 혼자
계신다. 큰아버지, 작은 아버지, 우리
아버지 모두 서울과 경기도에 사시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몸도 편찮으셔서 움직이는 것을
많이 힘들어하신다. 병원을 가기 위해서는
아파트가 있는 도심까지 버스를 타고 나오셔야
한다. 그리고 할머니께서는 걱정이 하나 있으시
다. 그것은 바로 할머니의 뒤를 이어 과수원을
맡아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할
머니가 보내주시는 사과를 못 먹는다는 생각을
하니 많이 아쉽고 슬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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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농촌의 문제점을 표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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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해보자.
❐ 농가인구 비율과 농가인구는 점점 어떻게 변
하고 있나요?

❐ 연령별 농가인구 비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요?

❐ 농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 선생님이 보여주신 영상을 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농촌재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표현해봅시다.

<출처> 연합뉴스, 통계청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1000000.html?cid=GYH2
0180420000700044&template=7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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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우리의 농촌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우리의 농촌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농촌의 문제에 대해 토의할 수 있습니다.
농촌재생전문가의 필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활동지, 필기도구, 스마트폰(또는 컴퓨터)

1. ‘5Whys’ 방법을 활용하여 농촌의 문제를 정의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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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농촌의 문제를 정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릴지 표현해 보자.
선택한 농촌문제의 주제

우리가 정의한 농촌의 문제

농촌문제를 알리는 방법 생각하기

- 11 -

2-2. 농촌의 문제를 정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릴지 표현해 보자.
선택한 농촌문제의 주제

우리가 정의한 농촌의 문제

농촌문제를 알리는 방법 생각하기

- 12 -

2-3. 농촌의 문제를 정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릴지 표현해 보자.
선택한 농촌문제의 주제

우리가 정의한 농촌의 문제

농촌문제를 알리는 방법 생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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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촌재생전문가’가 가져야할 능력은 무엇일지 생각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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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아이디어

❐ "인력 찾는 농촌과 일자리 찾는 도시, 사람
이 답이다"

처음 푸마시는 ‘현재 만연해 있는 농촌의 일손
부족과 도시의 일자리 부족을 연결해보면 어떨
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서비스다. 모두 알다
시피 농촌은 언제나 인력이 부족하다. 반면, 도
시에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분주하다. 농촌과
도시를, 농촌의 구인자와 도시의 구직자를 연결
하면, 즉, ‘사람’을 연결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
각했다.
[글 출처]
http://press.poomasy.com/2017/04/it.html

❐ 남원시, 한우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남원시는 올해도 10억여원을 투입해 축산시설
과 장비 현대화사업을 추진한다.
방식은 자부담과 보조 방식의 지원사업이다.
종류는 가축사육 최적화와 축산현장의 시설·장
비 개선을 위한 농후사료 자동 급이기, 수태율
향상에 필요한 발정탐지기, 음용수 확보를 위한
중형관정, 스탄촌, 카우브러쉬(우측 영상 참고),
전동급이기, 원형곤포베일전달기, 화식기 지원사
업 등이다.
[글 출처]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
dxno=61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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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는 상품을 활용한 아이디어

❐ 초유 마스크팩 만든 건국대 학생기업 `팜스
킨` 곽태일 대표

돼지농장네 아들. 어렸을 때 부끄러웠던 가정환
경이 창업할 때 큰 자양분이 됐다. 곽태일 팜스
킨 대표는 꿈을 이루는 데 자신의 배경을 십분
활용했다. 대학 전공을 축산대학인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공학과로 선택했고, 창업 아이템을 축
산업에서 얻었다. 그는 연간 4만t이나 버려지는
초유를 활용한 마스크팩을 이달 출시해 27세라
는 어린 나이에 `팜스킨`의 대표가 됐다.
[글 출처]
http://vip.mk.co.kr/news/view/21/20/1553257.ht
ml

팜스킨 영상

곽태일 대표 인터뷰

❐ 못생겼지만 싸고 맛있어...'못난이 과일' 인기

과일 중 표면에 흡집이 있는지 등 선별과정에서
정품판정을 받지 못한 이른바 '못난이 과일'은
정품보다 20~30% 저렴한 가격으로 시중에 팔
리고 있습니다. 외관에 흠이 있지만 맛이나 품
질은 정품과 크게 다를바 없습니다. 영국의 아
스다 슈퍼마켓은 못난이 채소상품의 광고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미국의 월마트는 지난해
부터 못난이 과일과 채소의 판매를 시작했고,
일본의 진리는 못난이 채소로 피클을 만들고 있
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품질은 이상이 없어 인
기입니다.
[글 출처]
http://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 못난이 과일 뉴스 기사
xno=25553

- 16 -

<노래>
못 생겨도 맛은 좋아!

지역경제를 살리는 아이디어

❐ 농촌태양광, 농가소득·신재생에너지 확대 '등불'

농협과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정부에서 ‘농촌 태
양광사업’을 하는데 참여해볼 생각이 있느냐”는
이야기를 들었다. 어차피 농사짓는 땅을 쓰는
것이고 크게 노동력을 들이지 않고도 안정적으
로 부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뉴
스에 나온 국가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에도 일
조할 수 있다니 마음이 끌린다.
[글 출처]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
wsId=01200486619245656&mediaCodeNo=257
&OutLnkChk=Y

❐ 지역사회 화합과 공존, ‘가축분뇨 재생에너지’

수많은 축산현장에서 가축분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논산에서는 돈이 되는 자원이다.
논산계룡축협 자연 순환 농업센터가 있기 때문
이다. 가축분뇨를 고품질 퇴액비로 만들어 지역
내 양분 순환 체계를 구축했고, 악취를 줄이면
서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전기를 생산하는 등 논
산지역의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만들어가고 있
다. 특히 자연순환농업센터가 독일 등 선진국과
견줘 오히려 우수하다는 평가도 받고 있어 현장
을 취재했다.
[글 출처]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
dxno=16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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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소통으로 실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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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으로 실천해요
1) 농촌의 문제를 해결한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2) 자신의 생각을 제안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활동지, 필기도구, 스마트폰(또는 컴퓨터)

1. 농촌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내, 해외에서 비슷한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찾아보자.

범주화

제시어(Keywords)

내가 찾은
농촌의 문제를
해결한 사례
- 누가,
어디에서,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구체적
조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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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둠에서 생각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안서를 작성해보자.

제 목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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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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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여의 사례
❐ 광주 ‘초·중·고생 정책 아이디어’ 市政에 대거 반영

광주시가 초·중·고생들이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
를 시정에 반영키로 해 화제다. 시가 그동안 일
반 시민들의 정책제안을 수용한 적은 여러 차례
있으나 10대 청소년들의 제안을 대거 반영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발표회에서 한 초등학생은 종량제 봉투 디
자인을 초록색 나뭇잎 또는 풀잎 더미 모양으로
디자인하면 도시 미관을 저해하지 않을 것이며
‘종량제 봉투의 디자인 개선 방안’이란 아이디어
를 내놓았다.
[글 출처]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
017122701031427104001&mobile=false

❐ 빗금 그은 무지개 식판…"잔반 확 줄었어요"

"학교에서는 수요일은 다 먹는 날 같은 이벤트
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저희는 식판
의 변화를 통해 잔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디어에 불과했던 이 식판이 제품
화된 것은 삼성전자의 사회공헌 공모전에 학생
부 1등으로 입상한 덕분.
[글, 영상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
D&mid=sec&sid1=001&oid=422&aid=0000128
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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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연계 미래 직업 : 농촌 재생 사업가
농촌재생전문가는 최근 도농 간의 성공적인 교류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려는 도시재생
사업가를 모티브로 하고 있으며, 농촌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안내해주는 컨설턴트 역할을
하는 미래직업이다. 농촌의 정체성과 문화성,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삶의 질을 높이도록 공간을 창조하고 기획하는 일을 한다.
이들은 개발에 앞서 사업을 추진할 지역을 탐방하여 여러 측면에서 농촌의 특생을 조사하
고 기존의 자원을 파악한다. 그 지역의 문제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파악하고 어떻게 농촌재
생을 할 것인지 실용성이 검증된 전략을 세우고 경제 사회적 지원정책 및 사업화 방안을 연
구하여 실행한다. 또한 모든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의견의 대립이나 이해의 상충 등 주민
상호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일까지 담당한다. 또한 전문가로서 상담과 자문 뿐 아니라 관련
분야의 콘텐츠나 인력을 알선하고 시설물을 계획하고 프로그램의 위탁운영도 수행하는 등
공적인 성격도 함께 가진다.
따라서 농촌재생전문가에게는 농촌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도시건축, 건설, 행정 등과 같
은 지식도 선택적으로 필요하다.
농촌문제는 한 마디로 요약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먹을거리는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데, 농촌은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우리 농촌의 문제
를 해결하고 도시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농촌재생전문가는 융합적인 문제 해결
력과 소통능력이 매우 중요하겠지요? 농촌재생사업가는 한 가지가 아닌 아주 여러 갈래의
진로를 통해 될 수 있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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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 미래 직업의 커리어 패스(진로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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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영상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OEysoidgvvY
글 자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13/0200000000AKR20180413136600064.HTML?input=1195m
그림자료: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1000000.html?cid=GYH20180420000700044&template=7768

<2차시>
영상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8YYRe0ex6wg
http://imnews.imbc.com/replay/2016/nw1800/article/3996827_19830.html
https://www.youtube.com/watch?v=K18VjFWigQY
https://www.youtube.com/watch?v=J9b3wqS4dlA
https://www.youtube.com/watch?v=gzeXPxlQGiA
https://www.youtube.com/watch?v=OEysoidgvvY
https://www.youtube.com/watch?v=gDDi-DPdE3A
글 자료: http://press.poomasy.com/2017/04/it.html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1547
http://vip.mk.co.kr/news/view/21/20/1553257.html
http://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25553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200486619245656&mediaCodeNo=257&OutLnkChk=Y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462

<3차시>
영상자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22&aid=0000128893
글 자료: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122701031427104001&mobile=false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22&aid=0000128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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