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0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추진으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임기구분 임기내 사업주체 김천시

신규여부 지속사업 중앙정부 지원 제도적 지원 필요

예산구분 예산 사업이행도(진도율) 이행후 지속추진

주관부서 농촌지도과 협업부서 -

공약실명제 과장 이영기(2550), 팀장 권명희(2551), 담당자 이지연(2553)

□ 사업개요

  ❍ 사업목표

    ∙ 급증하고 있는·귀농 귀촌인들의 체계적인 귀농과 성공적인 

      정착을 돕고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 활력 증진

  ❍ 사업기간: 2018년 1월 ~ 2022년 12월(5년)

  ❍ 소요예산: 5,900백만원(국비 700, 도비 150, 시비 5,050)

    ∙ 영농기초(귀농)교육: 100백만원(연 20백만원×5년)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300백만원(연 60백만원×5년) 

    ∙ 귀농 정착 지원: 4,000백만원(연 800백만원×5년)

    ∙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500백만원(연 100백만원×5년)

    ∙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1,000백만원(연 200백만원×5년)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20,000백만원(연 평균 4,000백만원×5년)

  ❍ 주요내용

    ∙ 귀농교육 및 전문 상담 등으로 원스톱 구축

    ∙ 멘토·멘티 운영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 맞춤형 귀농 정착 지원 및 융자사업

    ∙ 도시민 농촌유치 홍보 및 귀농인 안정적인 정착 관리

      - 귀농귀촌지원센터 설치 및 전담 포털사이트 운영

      -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 운영

      - 귀농귀촌 박람회, 설명회 참여를 통한 도시민 농촌유치 홍보



□ 추진실적

  ❍ 맞춤식 귀농교육을 통한 성공적인 영농정착 도모

    ∙ 영농기초(귀농)교육: 7과정 325명 수료, 70백만원

    ∙ 신규농업인현장실습교육: 39명(연수생 25, 선도농가 14), 150백만원

  ❍ 맞춤형 귀농 정착 지원·융자

    ∙ 귀농정착지원: 212호 2,120백만원 

     ∙ 주택수리비지원: 39호, 195백만원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66호, 13,710백만원

  ❍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기반구축

    ∙ 귀농귀촌 업무추진 하드웨어 구축(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 소프트웨어 구축 및 운영(귀농귀촌 전담포털사이트 www.gofarm.kr 운영)

    ∙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 운영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 귀농귀촌박람회 참석, 귀농귀촌 재능기부, 지역주민화합행사

    ∙ 유통 판로 개척을 위한 신규농업인 컨설팅 지원

□ 관련사진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귀농귀촌의 오아시스 김천시’ 홍보, 전입 적극 유도

영농기초 귀농교육(2과정)으로

안정적 귀농정착 유도



□ 연차별 실적/계획

연도별 주요사업내용 비고

2018

- 영농기초 귀농 교육: 3과정 139명 수료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8명(선도농가3, 연수생5)
- 귀농 정착 지원: 72호 720백만원
-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12호 60백만원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24호 5,905백만원
-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기반구축
 ·귀농귀촌 업무추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축·운영
 ·도시민 대상 귀농귀촌 현장체험 및 심화교육, 컨설팅 등

 ·귀농귀촌 박람회 참석, 귀농귀촌 재능기부, 지역주민화합행사

2019

- 영농기초 귀농교육: 2과정 92명 수료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16명(선도농가6, 연수생10)
- 귀농 정착 지원사업: 80호 800백만원
-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17호 85백만원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 25호 4,766백만원
- 도시민 농촌유치 활성화 지원
 ·현장애로지원단 운영강화 및 상담을 통한 정보제공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농번기 일자리 매칭 및 귀농귀촌 S N S 홍보 등

2020

- 영농기초 귀농교육: 2과정 94명 수료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15명(선도농가5, 연수생10)
- 귀농 정착 지원사업: 60호 600백만원
-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10호 50백만원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 17호 3,039백만원
- 도시민 농촌유치 활성화 지원
 ·귀농 실태조사 및 상담을 통한 정보제공

 ·도시민 농촌유치를 위한 홍보강화(귀농 홍보영상 및 사례집 제작)

2021

- 영농기초 귀농교육: 2과정 100명 수료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20명(선도농가10, 연수생10)
- 귀농 정착 지원사업: 55호 550백만원
-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8호 40백만원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 30호 6,750백만원
- 도시민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귀농인의 집 조성 : 2개소

 ·귀농을 연계한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 운영

2022

- 영농기초 귀농교육: 2과정 100명 수료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20명(선도농가10, 연수생10)
- 귀농 정착 지원사업: 60호 600백만원
-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10호 50백만원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 30호 6,750백만원
- 도시민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귀농을 연계한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 운영

 ·귀농인, 지역주민간 갈등관리 및 귀농인 심화 교육 운영



□ 연차별 투자수요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A+B+C)

기투자
(A)

임기내 투자계획(B)
2022
하반기 
이후
(C)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상반기

계 5,900 - 5,900 1,180 1,180 1,180 1,180 1,180

국비 700 - 700 140 140 140 140 140

도비 150 - 150 30 30 30 30 30

시비 5,050 - 5,050 1010 1010 1010 1010 1010

민자

기타

□ 문제점 및 대응계획

  ❍ 문제점

    ∙ 귀농·귀촌인이 많이 유입되나, 귀농 지원 제약 조건이 많아 

실질적으로 도움이 크게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일부 있음

    ∙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귀농인이 마을주민과 화합하지 못하고, 

마찰의 소지를 남기는 경향이 있음

  ❍ 대응계획

    ∙ 규제조건의 점차적인 완화와 지속적인 신규사업 발굴로 

귀농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모색

    ∙ 귀농인과 기존 지역민이 화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갈등 최소화

  

□ 기대효과

  ❍ 귀농인의 인생 이모작 안정적인 정착과 성공적인 귀농 지원

  ❍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으로 인구 유입 및 지역활성화 유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