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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심각한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 농업의 경쟁력 유지가 점차 힘들어지고
농촌의 지속가능성 또한 위협받고 있다. 농가경영주 평균 연령이 65세를
넘어선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보다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기다.
올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청년 농업인 육
성 정책을 농정의 주요 과제로 삼고, 청년 영농정착지원금 제도를 시행하
고자 하는 상황이다. 이 연구는 고령화시대 청년 창업농업인 육성체계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 연구의 연구
제안을 재검토하고, 청년 농업인의 정착 실태와 요구에 대하여 진입유형
별, 단계별로 차별화된 분석을 실시하고, 창업농 관련 정책에 대한 분석 및
국내외 관련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새롭게 분석된 청년 농업
인 관련 정보와 창업 생태계 관점에서 제시한 신규 육성체계 개선 방안들
이 청년 창업농 관련 정책 기획자들의 사업 아이디어 구상에 도움이 되었
으면 한다.
이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많은 이의 도움이 있었다. 연구수행 과정에서
자문을 도와준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강동윤 과장, 배민식 사무관,
이상진 주무관,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의 김사균, 하두종 박사,
설문조사에 도움을 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신원, 한국 4-H 본부, 귀농귀
촌종합센터 김귀영 센터장 및 관계자, 농고(홍천농고, 충북생명과학고, 호
남원예고), 농대(충남대, 전남대, 경북대, 연암대) 관계자, 칸타코리아 그리
고 사례 조사에 응해준 청년농업인 및 전북청년농업CEO협회원, 프랑스 농
어업회의소와 청년농업인단체(JA), 유럽 청년농업인협회(CEJA), 일본 전
국농업회의소, 농림수산성 경영국(경영정책과, 농지정책과, 취농여성과) 관
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17.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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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 배경과 필요성
○ 청년 농업인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창농 애로사항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절실함.
○ 1970년대부터 농업계 학교 집중 육성, 1980년대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1990년대에는 한국농수산대학 설립·운영, 그리고 2000년대 후반
부터 귀농·귀촌 지원사업 등을 새롭게 펼쳐왔으나, 여전히 청년 농업인
부족 문제는 해소되지 못한 상황임.
○ 청년 농업인들에 특화하여 이들의 영농 정착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

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해소 방안을 차별적으로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음.
○ 이 연구는 청년 농업인의 정착 실태와 요구에 대하여 진입유형별, 단계

별로 차별화된 분석을 실시하고, 기존 창업농 육성체계에 대한 분석 및
관련 사례를 토대로, 고령화시대 청년 창업농업인 육성체계의 개선방안
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연구 방법
○ 관련 연구 및 통계 분석을 통해 창업농 관련 이론(창업농 의미와 유형,

창업농 장애요인, 창업농 생태계)을 정리하고, 창업농 육성 정책과 관련
한 관련 자료를 분석함.
○ 전문가 협의회 및 개인 면담을 통해 청년농 정착 실태 및 요구, 청년농

육성정책과 관련한 질적 자료를 분석함.
○ 사례 조사를 통해 청년농 정착의 과정 및 벤치마킹할 만한 국내외 청년

농 육성 정책이나 사업 사례를 분석함.
○ 설문 조사를 통해 청년농 유입 경로 분석, 창농 유형별, 창농 단계별 정

착 실태 및 장애요인 분석, 농가 경영승계 실태, 청년농 육성 정책 분석
등과 관련한 자료를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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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검토
○ 청년 창업농과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한 현황 진단과 더불어 정

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었음.
- 일부 정책화되어 현재 실행되고 있는 것도 있었음(예: 취농 정보 제공

과 상담, 농업계 학교 영농 관련 교육 지원). 신규 취농 통계 체제 마
련, 신규 취농자 네트워크 활성화, 후계농업경영인 전담 지원 조직 육
성 등의 방안은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제안되지만 여전히 실행되
지 못하는 과제도 있었음.
○ 승계 촉진을 위한 가족경영협약, 능력 중심의 패키지형 정책자금 지원,

생산자 조직을 활용한 신규 취농자 보육 등은 좀 더 고려해 볼만한 좋
은 정책 사항들이었음. 그러나 전반적으로 청년 창업농에 특화된 다양
한 실태 분석이 빈약하여 창농 유형별로 이들이 준비과정, 창업초기에
겪는 어려움에 대한 차별적 분석이 부족하였고, 이에 따라 애로사항별
대증요법식 해결방안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음.
청년 농업인 현황과 전망
○ 앞서 살핀 부문별 농촌지역 노동시장 변화가 어떤 요인들에 의해 발생

했는지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살핌.
- 이를 위해 노동시장 수요 측면에서 거시적으로 고용변화에 대한 요인

을 분석함. 두 번째로 노동 공급 측면에서 개인 임금함수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분석함.
- 설정모형은 변이할당분석(노동 수요 측면)과 위계적선형모형(노동 공

급 측면)임.
농촌지역 노동시장 변화요인 분석 결과
○ 농업뿐 아니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정도로 청년 농가수가 적

음. 현재(2015년 기준) 40세 이하 농가경영주는 14,366호로 3개 농촌
마을(행정리)당 한 농가가 있는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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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경영주의 연령분포 변화>
단위: 경영주 수(%)
연령대
39세 이하

2000
91,516

2005
(6.6)

42,392

2010
(3.3)

33,143

2000~15

2015

증감

변화율

(2.8)

14,336

(1.3)

-77,180 -11.6

84,025

(7.7) -153,712

-6.7

40~49세

237,737 (17.3)

185,849 (14.6)

140,479 (11.9)

50~59세

348,067 (25.3)

302,852 (23.8)

287,139 (24.4)

246,824 (22.7) -101,243

-2.3

60~69세

479,485 (34.8)

430,473 (33.9)

352,427 (30.0)

332,158 (30.5) -147,327

-2.4

70세 이상

226,663 (16.5)

311,342 (24.5)

364,130 (31.0)

411,145 (37.8)

합계

1,376,198

(100) 1,270,526

(100) 1,175,622

(100) 1,087,726

184,482

4.0

(100) -288,472

-1.6

○ 향후 청년농가수 변화를 전망한 결과, 현재보다 매년 청년농이 1,000명

이상이 추가 유입되어야 청년 농업경영주 감소 추세가 전환될 수 있었음.
<신규 유입 규모별 청년농가수 변화 전망>
33,143

추가 유입 규모
14,366

2010

2015

12,689
11,164
9,739
8,314
6,889

2020

16,925 2,000명
13,625 1,500명
10,325 1,000명
7,025

500명

3,725

0명(현재)

2025

청년 농업인의 정착 실태
○ 청년농의 성공 정착 관련 변인을 농가 소득과 삶의 질로 나누어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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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농가소득과는 특히 창농전 법인경험, 경영장부기록 여부를, 삶의
질 만족과는 창농 과정에서의 멘토링 경험, 그리고 현재 지역으로부터
기대를 주목할 필요가 있었음.
○ 청년 창업농 중에 10% 내외가 정착을 못하고 이주를 고민하고 있었음.

청년농의 경우 주민갈등, 생활여건 불편 등의 이유로 도시로 다시 돌아
가는 고령 신규 취농자와 달리, 실패하더라도 어떻게든 다른 농촌에서
라도 농업을 통해 다시 기회를 찾아보려는 경우가 많았음.
○ 청년농들은 창농 초기 어려움으로 경영자금, 농지, 기본생활비 확보, 영

농기술 순으로 어려움을 제기하였고, 여전히 자금부족(설비투자, 운영
자금), 소득부족 등과 같은 경제적 측면의 어려움과 힘든 노동, 생활여
건 불편, 휴가(여유시간) 부족 등의 삶의 질 측면의 어려움을 제기하
였음.
○ 청년농 성공 정착자들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

술교육을 받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는 점, 다른 사람들과 차
별되는 품종 개발, 가공, 판로 개척에 힘쓰고 있었음.
청년 창업농업인 육성체계 분석
○ 청년농 육성체계와 관련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음.
- 청년농 인재상이 부재하고, 청년농을 통해 농업·농촌의 무엇을 어떻

게 바꾸려는지에 대한 비전과 명확한 목표가 부재함.
-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내실 있는 지원 서비스가 부족함.
- 중앙 정부 및 지자체 단위의 청년농 육성 정책 기획단계에서의 청년

농이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사전 협의, 추진과정상의 협조
체계가 부족함.
- 지역 단위 청년 창농 지원체계가 미흡함. 농촌 현장에서 신규 취농과

정에서 경험하는 기술, 자금, 판매 그리고 주거 등 다양한 장애요인들
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미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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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농업인 육성체계 개선방안
○ 청년 창업농 육성체계 개선의 기본방향을 ‘지역 참여 거버넌스를 기반

으로 창농 단계별, 창농 유형별 종합(패키지) 지원을 통한 청년 창업농
생태계의 구축’으로 설정함.
<청년 창업농 생태계>

준비

창농초기

재구조화기

정착기

창농 생태계
졸업
퇴사
은퇴
귀농

승계 창농
기술

농지

제3자 승계
법인취업후
창농
임대농장
창업
공동창업형
창농

상담, 교육

신
규
창
농

네트
워킹
자금

성공정착
소득
삶의질 만족

판로

지역기여

원스톱 서비스

○ 세부 추진과제로는 ① 청년 농업인상 설정, ② 창업농 육성단계 설정과

사업 체계화, ③ 지역 농업인력육성 계획 수립, ④ 지역 농업인력육성
거버넌스, ⑤ 원스톱 창농지원조직 운영, ⑥ 창농 유형별 맞춤형 지원,
⑦ 청년농 기본생활자금 지원, ⑧ 청년농 삶의 질 지원, ⑨ 농업 이미지

제고 및 예비 창농인 저변 확대, ⑩ 청년농 정기 실태조사 등을 제안함.
- 청년 농업인상이 설정되어야 함.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선도할 청

년 농업인으로 잘사는 농업인, 전문 경영인, 윤리적 생산자로 정함.
- 창업농 육성 단계를 준비기, 창농초기, 재구조화기, 정착기 등 4단계

로 나누어 관련 사업을 체계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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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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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창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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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2030
농지 임대

재구조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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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시설 현대화
농지규모화 자금

+
귀농·
후계농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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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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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
임대농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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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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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전문교육+학습조직
(농업인대학, 강소농교육+
품목 연구회 등)

- 지역 농업특성을 반영한 청년농 육성 목표를 지역단위로 설정하고,

지역 발전에 의미가 있는(도움이 되는) 청년농을 어떻게 선발, 육성,
정착시킬 것인지 구체화해야 함.
- 지역 농업인력육성계획의 추진 동력으로 농업인력육성 관련 주체 간

거버넌스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함. 이를 통해 지역 내 농업인력육성
과 관련하여 가용한 각종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해야 함.
- 원스톱 창농지원조직은 창농 상담→교육→정착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기술·자본·사회적 지원이 패키지로 전달되도록 지역단위에
서 전담하는 조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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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창농 지원센터
OneStop서비스
경영실습농장

농촌진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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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지
원

민간컨설팅
선도농(멘토)

법인(인턴)

사회적 지원

- 다양한 창농 유형(승계 창농형, 법인 취업 후 창농형, 임대농장 창업

형, 제3자 승계 창농형, 공동창농형 등)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실행해
야 함.
- 창농 초기 일정기간 안정적인 생활이 되도록 하여 농업경영역량 개발

에 매진하고 지역사회참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비 지원을
해야 함.
- 삶의 질 제고 차원에서 바쁜 영농활동에서 벗어나 자기개발, 가족과

지역에 봉사할 시간적 여유를 공식적으로 보장해주는 청년농 휴가지
원 제도가 도입되어야 함. 청년농들의 다양한 문화·사회적 욕구를 충
족시킨다는 차원에서 청년 농업인들의 자발적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도 필요함.
- 이밖에 농업 이미지 제고 및 예비 농업인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 추

진, 청년 농업인 육성사업의 과학적 관리를 위한 정기 조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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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w to Advance a Young Beginning Farmers Fostering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measures for advancing a
young beginning farmers fostering system. For the purpose, this study reviewed literature related with beginning farms, analysed agriculture statistics, investigated domestic and foreign best practices, and surveyed agricultural students, adult learners preparing for farming, young farmers, and
general farmers.
This study defined young beginning farmers as farmers under 40 years
old with farming experience less than 3 years; classified the types of young
beginning farmers into successive young farmers and new young farmers
based on their farming background; and identified barriers to beginning a
farm including capital, technical, and social factor. This study synthesized
the beginning farm ecosystem as a systematic solution for beginning farmers’ predicaments.
This study analyzed changes of the farmer age structure and forecasted
the number of young farmers in the near future: the ratio of young farmers
under 40 years old is 1.3% in 2015, which is one of the lowest in the
world. More than 1,000 young farmers were required to be added every
year to transform the trend of the declining number of young farmers.
Also, this study explored various influx pathways of young farmers including school to farm and urban-rural migration, and investigated farm
succession related factors: non-agricultural income and scientific farm management rather than farm scale. The young farmers’ current status of farm
management and quality of life were analysed: Household income of young
farmers is highly related to farm corporate experience before beginning
farming and keeping accounts; and their quality of life is highly related to
social factors such as mentee experience before beginning farming and recognition from community rather than economic factors. Young farmer case
study showed that successful young farmers are well educated in agricul-

xi

tural schools or training institutes and have a good community relationship
and human network.
Analysis of current young farmer fostering policies, specific programs
and networking of farming supporting agencies revealed the following
problems: no models for young farmers; lack of policies that are working
and accessible in the field; insufficient consideration of new young farmers
with weak farming bases; lack of governance for young farmers; and absence of a local comprehensive supporting system for young farmers.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basic direction for the young
beginning farmers fostering system: the beginning farm ecosystem based on
local governance. The specific measures for the direction are as follows:
1) establishment of young farmer models, 2) reorganization of young farmer fostering programs by farming developmental stage, 3) establishment of
local agricultural workforce development plans, 4) local governance for the
agricultural workforce, 5) an one-stop agricultural workforce supporting organization, 6) customized support for young farmers by beginning type, 7)
support for basic living expenses for young beginning farmers, 8) support
for ensuring decent life quality of young farmers, 9) enhancement of national agriculture literacy, and 10) a regular young farmer survey.
Researchers: Ma Sangjin, Jeong Eunmi, Kim Kyungin
Research period: 2017. 1. ~ 2017. 10.
E-mail address: msj@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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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필요성과 목적

한 국가의 식량 안보뿐 아니라, 국토, 환경, 삶, 문화 등 농업·농촌의 다
원적 가치 유지를 위해서는 적정 수의 농가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농
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는 대규모 생산 방식의 농기업보다는 생산물의 자가
소비와 판매가 복합적으로 이뤄지는 가족농의 유지에 의해 보존된다. 가족
농의 해체는 농민들의 대규모 도시 유입으로 이어지고, 이들 다수는 실업
이라는 불안정한 삶에 노출된다. 또한 가족농이 떠난 농촌에서는 기업농이
최신식 기계화 장비로 농산물을 대량 생산하고 농촌은 삶의 공간이 아니라
공장이 되어 간다. 이들이 생산한 값싼 농산물은 자국 또는 타국의 가족농
의 경쟁력을 파괴한다(경향신문 2012. 10. 8.). 유엔이 2014년을 세계 가족
농의 해로 정한 것은 바로 인류의 빈곤 문제와 식량 위기 해결 그리고 생
태 및 자원의 보전을 위해 가족농의 유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이
처한 문제 해결을 세계적인 논의와 협력을 통해 모색하겠다는 취지에서이
다(장경호 2016).
적정 농가수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볼 때, 지난 40년간의 우리나라 농가
수 감소 그리고 구성원의 고령화는 매우 심각하다. 1970년대 이후 농가
수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이고, 2000년 이후에도 매년 2만 농가씩 감소(3
만 농가 은퇴, 1만 농가 유입)하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 농업경영주가
53.5%인 데 비해, 40세 미만 경영주는 1.3%(1만 4,367명)에 불과하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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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귀농·귀촌이 활발하다고는 하지만, 최근 5년간의 영농 분야 신규 진입
평균연령이 52.6세로, 입직 연령 자체가 이미 고령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청년 농업인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창농 애로사항에 대
한 체계적 지원이 절실하다. 우리나라는 농업경영체의 안정적 확보 차원
에서 1970년대부터 농업계 학교 집중 육성, 1980년대부터 후계농업경영
인 육성, 1990년대에는 한국농수산대학 설립·운영, 그리고 2000년대 후반
부터 귀농･귀촌 지원사업 등을 새롭게 펼쳐왔다. 이를 통해 적지 않은 성
과가 있었지만(마상진 외 2011), 여전히 청년 농업인 부족 문제는 해소되
지 못한 상황이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되면서 농업 분야
인력 관련 연구가 본격화된다. 1990년대 이후 많은 연구(이영대·정명채
1990; 정명채·민상기·이영대 1991; 윤호섭·박동규·이영대 1992; 최민호

외 1993; 민승규 1997; 박진도 외 1999; 안덕현 외 2001; 정철영 외
2002; 강대구·정철영·이근수 2003; 김정호·마상진 2005; 마상진·정기환
2008; 마상진·박대식·김강호 2010; 마상진·박성재·김강호 2011; 박동열

외 2012; 마상진·오내원·김경덕·남기천 2013; 김현수 외 2014; 정제영 외
2015; 김정섭 외 2016; 김정호 외 2016)가 다양한 농업인력 관련 실태 분

석과 더불어 육성방안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청년 농업인들에 특화하여
이들의 영농 정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해소
방안을 차별적으로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관련 선행연구들의 실태 분석과 정책 대안들을 재검토하
고, 청년 농업인의 정착 실태와 요구에 대하여 창농 유형별, 정착 단계별로
차별화된 분석을 실시하고, 기존 창업농 육성체계에 대한 분석 및 관련 사
례를 토대로, 고령화시대 청년 창업농업인 육성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
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창업농 관련 이론을 고찰한다.
둘째, 청년 농업인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변화를 전망한다.
셋째, 청년 농업인의 정착 실태를 분석한다.
넷째, 청년 창업농 육성정책 및 제도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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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청년 창업농업인 육성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2. 선행연구 분석

다양한 연구들이 농업인력 육성의 관점에서 수행되었지만, 2000년 이후
청년 창업농 육성과 관련하여 시사점이 많은 주요 연구를 분석하였다.
김정호·마상진(2005: ⅵ)은 신규 취농의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에서 후
계 농업인력 동향, 신규 취농자의 영농 태도, 취농 실태와 관련 요인, 일본
사례 등을 정리하면서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신규 취농을 위한 교
육과 훈련을 확충하고(농업소양 함양 학교교과과정 개선, 농업학교의 현장
중심 영농교육 강화), 둘째, 신규 취농 희망 청년들을 위한 상시적인 취농
정보 제공과 상담, 셋째, 농가의 경영 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가족경영
협약 제도’ 도입, 넷째, 신규 취농 통계 체제 마련(창설 농가 조사 통계 작
성, 신규 취농자 성격과 경영 실태 조사) 등을 제안하였다.
마상진·정기환(2008: 80-81)은 신규 취농의 진입장애 해소방안 연구에
서 신규 취농의 진입장애를 진입단계별로 분석하고 관련 정책·제도의 문제
점을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해소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 농촌의 영농관
련 조직과의 사회 네트워크 구축, 단계적 취농 준비 지원이라는 기본 방향
하에 ① 영농 도제 프로그램 지원, ② 농장(법인체) 취업 활성화, ③ 신규
취농자 네트워크 활성화, ④ 신규 취농자의 경제적 자본 형성 지원, ⑤ 신
규 취농자를 위한 종합 매뉴얼 개발·보급, ⑥ 능력 중심의 패키지형 정책
자금 지원, ⑦ 농업계 학교의 영농 관련 교육 지원, ⑧ 생산자 조직 인센티
브 부여 및 교육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신규 취농 인프라 형성 차원에
서 ⑨ 신규 취농자 관련 통계 마련, ⑩ 대국민 농업교양교육 강화, ⑪ 신규
취농 지원을 위한 체제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마상진 외(2010: ⅴ)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진단 및 성과평가 연
구에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진단하고 그 성과를 측정함으로써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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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환경 변화에 대응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사업 운영방안으로 다음을 제안하였다. 후계농 선정 행사를 지
역 이벤트화하고, 영농 기반이 취약한 신규 후계농의 (경제적)자본 형성 지
원을 강화하며, 후계농업경영인 전담 지원 조직을 육성하고, 후계농업경영
인 육성사업에 대한 상시 평가체제를 운영하고, 민간 주도의 후계농업경영
인 육성기반을 지원하는 것 등이다.
청년농 육성과 관련하여 박동열 외(2012), 김현수 외(2014), 정제영 외
(2015)는 농업계 학교 육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박동열

외(2012)는 농업계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창업률 제고를 위한 직종 및 직
무 연구에서 국가 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농업계 학교 교육내용 체계화,
농림수산식품부 연계형 특성화고 확대 모델 시도, 농업 분야 우수인력 양
성 및 다양한 인력 양성 경로 개발을 위한 ‘2+2’ 또는 ‘2.5+1.5’ 형태의 전
문대 통합형 특성화고(안) 운영 그리고 우수영농법인과 연계한 현장실습
(WPL)의 확대 및 내실화 지원체계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한편 김현수 외
(2014)는 중장기 농업인력 육성대책 수립 연구(2015~2024)에서 고등학

교 단계의 국립농고 설립을 제안하였다. 한편 정제영 외(2015)는 농업 직
업교육체계 개편방안 연구에서 현장 중심의 농고와 농대 교육을 개편방
안과 더불어 졸업 이후 커리어패스를 창업과 승계로 나누어 탐색·성장단
계, 진입단계, 정착단계, 안정화단계로 개발하였다.
김정호 외(2016: 100-101)는 농업·농촌 분야 청년일자리 등 창출방안
연구에서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사업에 대하여 정책 대상과 지원 내용 및
정책 효과에 대한 사전적인 연구를 통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방안을 제
시하였다. 그는 청년농을 신규창업농과 승계창업농으로 구분하고 창업 준
비단계에서 독립적인 영농창업을 목적으로 일정한 영농창업 인턴십 또는
연수프로그램 이수 시에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창업 초기단계에 연수훈련
을 이수한 자가 영농창업 예정지에 창업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창업안
정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사후관리 방안으로 청
년 창업농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청년
창업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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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청년 창업농과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한 현황 진단과 더
불어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일부 정책화되어 현재 실행되고
있는 것도 있었지만(예: 취농 정보 제공과 상담, 농업계 학교 영농 관련 교
육 지원), 신규 취농 통계 체제 마련, 신규 취농자 네트워크 활성화, 후계농
업경영인 전담 지원조직 육성 등의 방안은 여러 연구에서 반복해서 제안되
지만 여전히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승계 촉진을 위한 가족경영협약, 능력
중심의 패키지형 정책자금 지원, 생산자 조직을 활용한 신규 취농자 보육
등은 좀 더 고려해 볼 만한 좋은 정책 사항들이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청년 창업농에 특화된 다양한 실태 분석이 빈약하여 창농 유형별 이들이
준비과정, 창업 초기에 겪는 어려움에 대한 차별화된 분석이 부족하였고,
이에 따라 애로사항별 대증요법식 해결방안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다.

3.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3.1. 연구 내용
제2장에서는 창업농 관련 이론을 고찰하였다. 선행 문헌 고찰을 통해 창
업농의 의미와 유형, 창업농 장애요인, 창업농생태계 관련 이론을 정리하였
다. 특히 창업 시 애로사항에 대한 체계적 해소책으로 제안되는 창업생태계
를 영농의 관점에서 정리한 관련 정책 사례도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청년농의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변화를 전망하였다. 관련 통
계 및 이 연구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청년농 유입 현황과 유입 경로, 그리고
경영승계와 그 관련 요인, 향후 청년농가수 변화를 전망하였다.
제4장에서는 청년농의 정착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 및 기존 관련 통계 분석을 통해 청년 농업인의 영농품목, 농외활동, 영
농규모, 농업매출과 소득 등 영농 실태와 삶의 질을 분석하였다. 또한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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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성공정착의 관련 요인과 정착 관련 애로사항을 분석하고, 청년 농업인
정착 사례를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청년 창업농 육성체계를 정부의 창업농 육성정책, 창업농 지
원사업, 지원주체 간 네트워킹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농업계 학교 육성정
책,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정책, 귀농지원 정책 등 청년농 육성과 관련한 중
요 정책의 흐름과 성과 그리고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창농의 장애요인별로
자본, 기술, 사회의 세 가지 관점에서 현재의 창농 지원사업들을 분석하고,
창농 지원주체 간 네트워킹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제6장에서는 청년 창업농업인 육성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선 장
에서의 분석 결과와 국내외 관련 우수 사례 분석을 토대로 청년 창업농업인
육성체계의 기본 방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3.2.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관련 연구 및 통계 분석, 전문가 협의회 및 개인 면담, 사
례 조사, 설문 조사 등의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관련 연구 및 통계 분석을 통해 창업농 관련 이론(창업농 의미와 유형,
창업농 장애요인, 창업농생태계)을 정리하고, 창업농 육성 정책 분석과 관
련한 관련 자료를 분석하였다. 관련 통계로 청년농 현황과 전망, 청년농 정
착 실태 등과 관련하여 농업조사, 농업총조사, 농가경제조사, 농업경영체
DB 등을 분석하였다.

전문가 협의회 및 개인 면담을 통해 청년농 정착 실태 및 요구, 청년농
육성정책과 관련한 질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청년농 육성 관
계자, 농지은행, 자금지원 등의 담당자 그리고 농업진흥기관에서 기술지도,
농업인 교육 담당자, 그리고 중앙정부 정책 책임자 등 청년농 육성과 관련
한 이해관계자 및 청년농업인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회와 개인면담을
실시하였다.
사례 조사를 통해 청년농 정착의 과정 및 벤치마킹할 만한 국내외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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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육성 정책이나 사업 사례를 수집하였다. 청년농의 경우 경영기반 승계
여부 및 농업계 학교 졸업 여부에 따라 네 가지로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청
년농에 대하여 영농시작계기, 전문성 개발, 영농기반마련, 인적 네트워크 형
성 과정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청년농 육성정책을 활발히 펼치는 유럽과
일본의 사례1 그리고 우리나라 지자체 및 민간의 우수 사례를 분석하였다.
설문 조사를 통해 청년농 유입 경로 분석, 창농 유형별, 창농 단계별 정
착 실태 및 장애요인 분석, 농가 경영승계 실태, 청년농 육성 정책 분석 등
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 대상별 조사 규모, 세부 조사 내용 등
은 <표 1-1>과 같다.2 설문 조사 대상은 청년 창농 준비자, 청년 창농자,
일반 농업인으로 나눌 수 있다. 청년 창농 준비자 조사는 미래농업선도고
교, 농대영농특성화사업 참여 대학 농고·농대생과 귀농귀촌종합센터 주관
예비귀농교육의 교육생 또는 수료생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조사 내용은
창농 준비 상황과 청년농 육성정책에 대한 평가와 요구 등이었다.3 청년
창업농 조사는 영농 4-H회원을 대상으로 전문 조사업체(칸타코리아)를 통
해 이뤄졌으며, 조사 내용은 창농준비, 농업경영실태, 지역활동 및 삶의 질
실태, 청년농 육성정책 평가와 요구 등이었다. 일반 농업인 조사는 한국농
촌경제연구원(KREI) 통신원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조사 내용은 농업경
영실태와 삶의 질, 은퇴 계획, 청년농 육성정책 평가와 요구 등이었다4. 자
료 수집은 7월 말부터 9월 중순 사이에 이루어졌다(예비귀농교육생: 7월
20일~9월 8일, 농고·농대생 9월 7~22일, 청년창업농: 8월 7일~9월 8일, 일

반농업인: 8월 8~31일). 최종 조사된 인원은 농고·농대생 282명, 예비귀농
교육생 136명, 청년 창업농 504명, 일반 농업인 511명이었다.5 자료에 대한

유럽 출장(2017년 6월 4~9일)을 통해 프랑스 농업회의소, 청년농업인협회(JA),
유럽청년농업인협회(CEJA) 등을 방문 조사하였음. 일본 출장(2017년 8월 7~10일)을
통해 전국농업회의소, 농림수산성 경영국(경영정책과, 농지정책과, 취농여성과)
등을 방문 조사하였음.
2 대상별 조사지는 <부록 1> 참조.
3 농업계 학교와 귀농귀촌종합센터의 기관 협조를 통해 조사하였음.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웹조사 시스템을 통해 조사하였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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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Excel과 SPSS 18.0 프로그램이 사용되었으며, 추리 통계에 있어
통계적 유의미성은 0.05 수준에서 판단하였다.
<표 1-1> 설문 조사대상, 규모 및 조사내용
조사대상

조사내용

(조사대상·규모)
청년 창농 준비자
(농고·농대생 282명)
(예비귀농교육생
136명)

청년 창업농
(영농 4H 회원 504명)

개인특성

나이, 성별, 성적, 가정형편, 학교 진학 이유, 부모 정보, 농작업 경험 등

창농준비

학교 교육, 농업 적성, 영농 관련 계획(이유, 품목, 기대소득 등),
영농 지식 및 경험 등

정책 평가/요구

나이, 성별, 거주지, 농가 출신 여부, 배우자 정보, 전 직장 정보 등

창농준비

준비기간, 농업 선택 이유, 정착지 선택 이유, 농업 어려움, 정보 획득 경로,
교육 연수 관련 정보, 멘토, 농업 자금 정보, 애로사항, 주거지 정보 등

농업 경영실태

경영 상황 정보, 직불금, 농업소득 관련 정보, 애로사항, 농업경영스타일,
농업 법인 참여 정보 등

지역활동, 삶의질,
은퇴계획
정책 평가/요구
개인특성
농업 경영실태

일반 농업인
(KREI 통신원 511명)

영농에 영향을 주는 정부 정책 등

개인특성

지역활동, 삶의질,
은퇴계획
정책 평가/요구

지역 기여도, 마을 변화, 청년 농가 비중, 갈등 요인,
농업인으로서의 삶의 질, 재이주 의향 등
정책 만족도, 충분성, 보조금 지원에 대한 의견,
농업인 대의 기구 필요성 등
나이, 성별, 배우자 정보, 농사형태,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등
경영 상황 정보, 직불금, 농업 소득 관련 정보, 농업 법인 참여 정보,
농업경영스타일, 교육·훈련 등
농업 은퇴 계획, 은퇴 후 농지 계획, 후계자 관련 정보, 삶의질 만족도,
자녀 정보, 건강 상황 등
청년 농업인 정책에 대한 충분성, 보조금 지원에 대한 의견,
농업인 대의 기구 필요성 등

이 연구의 전체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의 관계도를 정리하면 <그림 1-1>
과 같다.

5

조사대상의 일반 특성(성별, 연령) 분포는 <부록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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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4. 용어 정의

청년 농업인의 나이 기준과 관련하여 35세부터 45세까지 다양한 정의가
존재한다. 일본(日本 農林水産省 2017)의 경우 청년취농급부금의 수급 대
상자를 정하면서 45세 미만 농업경영주로 한정하고 있는가 하면, EU(EC
2016)는 청년농업인직접지불(Young Farmers Direct Payment) 대상자를 40

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었다. 주요 국내외 청년 농업인 관련 단체(European
council of young farmers, American Farm Bureau Federation: CEJA, 한국
4-H본부)에서는 35세를 기준으로 회원 가입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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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청년 농업인은 40세 미만의 농업경영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였다.
한편 청년 창업농업인의 경우 농업경영체 창설(승계 창업, 신규 창업)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하였다. 제2장 창업농 관련 이론에서도

다루지만 영농 시작 이후 몇 년까지를 창업단계로 볼 것이냐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다만 기존 농업인의 경영 수준에 다다르기 전까지 단계라는
점은 공통적이다. Johnson et al.(2001)은 창업농 단계 구분을 하면서 관련
자원과 네트워크 지원이 필요한 개시기(startups)를 영농 시작 이후 3년까
지로 보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 이를 차용하였다. 한편 농업인에는 농업경
영주, 무급가족종사자, 임금노동자(상시, 임시, 일용) 다양한 종사상의 지위
가 있지만 창업이라는 관점에 충실한다면 창업농업인은 농업경영주에 한
정하는 것이 적절하리라 사료된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청년 창업농업인은 40세 미만 영농 경력 3년 이하의 농업경영주를 의미하
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그림 1-2>.
<그림 1-2> 청년 창업농업인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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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선행 문헌 고찰을 통해 창업농의 의미와 유형, 창업농 장애
요인, 창업농생태계 관련 이론을 정리하였다. 특히 창업 시 애로사항에 대
해 체계적 해소책으로 제안되는 창업생태계를 영농의 관점에서 정리한 관
련 정책 사례도 고찰하였다.

1. 창업농의 의의와 유형

창업농 또는 창업농업인이란 새롭게 농가를 창설한 농업인을 가리킨다.
창업 이후 언제까지를 창업의 시기로 정의할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
가 있다. Biggadike(1979)에 따르면 보통 해당 산업 분야의 기업이 창업하
여 수익이 창출되려면 8년, 기존 기업과 유사한 기업 행태를 보이는 데는
12년이 소요된다고 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는 ‘창업자’란 중소기

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농림축산
식품부 2016b) 지침에서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7년이 경과 시 후계농
업경영인에 대한 교육, 컨설팅 등의 지원을 종료하고 있다.
Johnson et al.(2001)은 기존의 미국에서 이뤄진 다양한 선행 연구와 정

책 자료를 종합하면서 창업농의 단계를 크게 예비농(prospective farmer)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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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농(beginning farmer)으로 나누고 이를 또 잠재기, 탐색기, 계획기, 개
시기, 재구조기, 정착기 등 6단계로 구체화하였다<표 2-1>.6
<표 2-1> 창업농 단계 구분
단계 구분

예
비

초
보

설 명

잠재기
(Recruits)

농업에 대해 흥미, 적성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농업을 자신의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
사람. 교양과목으로 농업과목 이수자 또는 농가 출신자

탐색기
(Explorers)

농업을 자신의 직업으로 탐색중인 사람

계획기
(Planners)

농업인이 되기 위해 교육을 이수하거나 제반 여건을 준비 중인 사람

개시기
(Start-ups)

영농 경력 3년 이하의 사람

재구조기
(Re-strategists)
정착기
(Establishing)

영농경력이 4~7년 정도로 취농 시작기의 영농 구상을 재조정하거나 구조화하고 있는 사람
농업경영, 시장확보, 기타 생활 등에서 어느 정도 안정 단계에 접어든 농가

자료: Johnson et al.(2001: 5-6); 마상진 외(2008: 12) 재인용.

6

Johnson et al.(2001: 5)에서 참고한 선행연구에서의 창업농 단계 구분
창농전

0~3년

USDA
NESFI

예비(prospective)
탐색(explorer)-열망(aspiring)

DACUM

무경험
유경험
(inexperienced) (experienced)
진입 전(pre-entry) /
창업 전(pre-ventures)

NX-Level
NENFN

잠재
(recruits)

탐색
(explorer)

계획
(planner)

창농후
4~7년
시작(beginning)
시작(beginning)

8~10년

진입(entering)
신규 진입
(new entries)
0~3년
0년

1~3년

개시(start-ups)
0~3년

재구조화(restrategizing)
정착(extablishing)
4~10년

USDA-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NESFI-New England Small Farm Institute
DACUM-Develop a Curriculum
NX Level-Tilling the Soil of Opportunity: USDA Ag Business Training Series
NENFN-Northen East New Farmers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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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2014년 공동농업정책(CAP)에서 청년농업인직불제를 신규로 도입

하면서 영농경력 5년 이하(40세 미만)로 제한하고 있으며, 일본은 2012년
신규취농급부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수혜자 자격을 영농경력 5년 이하(45
세 미만)로 제한하고 있다. 창업 이후 기간적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는 산
업 분야에 따라 국가에 따라 3~12년까지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신규
진입자의 경영이 기존 진입자 평균 수준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소요되는가
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근거자료가 필요하다. Johnson et al.(2001)의 견해에
따르면 개시기(start-ups)에 해당하는 영농초기 3년 기간이 다양한 현장 정
보와 네트워크 지원이 필요한 시기였다.
한편 창업농의 유형은 농가 창업의 근간은 농지이기에 일반적으로 창농
시 농지의 보유 여부와 관련하여 나뉜다. 김정호 외(2005: 96)는 기존 농가
의 경영주를 승계하는 상속후계자와 새로이 농업경영을 창설하는 창업후
계자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다<표 2-2>. 대만의 Wang(2014)은 청년
농업인의 사업 시작 경로를 크게 ‘가족 승계(family inheritance)’, ‘은퇴 농
가 농장 인수(taking over from other retired farmers)’, ‘신규 창업(first
installation of farming)’ 등으로 나누었다.
<표 2-2> 경영 승계와 신규 창업의 비교
구 분

경영 승계

신규 창업

경영자의 육성 관계

경영기반

생활기반

부자 관계

취농자의 노력

유형의 경영자산
(농지,자금,자본 등)

상속

신규 조달(경영자본)

무형의 경영자산
(경영기술,신용력 등)

가족내의 분업과 협업으로 교육에 의한 승계

연수 등을 통해 배양

취농 소요기간

장기간의 라이프사이클

단기간에 가능

주택 등 생활자산

용이

신규 조달

지역의 인간관계

일상생활을 통해 형성

지역의 교류 기회 활용

자료: 김정호 외(2005: 97).

한편 김중기(2016: 29)는 창업농의 유형을 승계 창업, 신규 창업 이외 최
근에 나타나는 새로운 영농기반 마련 방식, 창업 전 법인 경험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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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경영계승 취농자’, ‘신규창업취농자’, ‘신규진입취농자’, ‘제3자 승계
취농자’, ‘고용취농자’ 등 다섯 유형으로 나누었다<그림 2-1>.
<그림 2-1> 신규 취농 유형

자료: 김중기(2016: 29).

2. 창업농 장애요인

일반 창업의 장애요인(barriers)과 관련하여 권기환·한영도·최영준(2012)
은 기존 선행연구를 정리하면서 거시적으로는 미흡한 지원인프라, 열악한
창업금융여건, 조기회수의 어려움, 사회적 안정망 부재, 통합성 낮은 지원
정책을, 미시적으로는 체계적 창업 교육 미흡, 미약한 기술 공급, 청년 창
업가 역량 부족 등을 들었다. 농업 분야 창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관
련하여 Johnson et al.(2001)은 청년 창농의 환경을 크게 ① 기술 및 지식
(Skills and Knowledge), ② 가족 및 지역사회(Family and Community), ③

자원 및 시장(Resources and Markets) 등으로 구조화하였다<그림 2-2>. 기
술 및 지식 요인에는 작물 생산/동물 사육기술, 시설 운영·유지기술,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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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경영 능력이 포함되고, 가족 및 지역사회 요인에는 가족과 배우자의 지
원, 지역사회의 인프라, 후견인 및 동료 네트워크, 교육자 및 정치적 지원,
친구 등 사회 조직의 지원 등이 포함되고, 자원 및 시장 요인에는 토지, 자
금, 신용, 현금흐름, 노동력, 투입재, 시장 등이 포함된다(마상진·정기환
2008: 12-13 재인용). 이 밖에 Greendale et al.(2004)은 미국의 신규 농업인

들이 접하는 핵심적 도전 요인을 ① 지식, 훈련, 기술 지원에 대한 접근성
(Access to Information and Education), ② 재정 지원에 대한 접근성
(Access to Financial Resources), ③ 토지 접근성(Access to Land), ④ 시장

접근성(Access to Markets) 등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Reeve and Stayner(2006)
는 호주의 신규 농업인 문제를 연구하면서 영농 분야에 신규 진입 시 발생
하는 문제나 현안을 ① 자본 및 신용에 대한 접근성, ② 토지 접근성, ③
경작/사육 권리, ④ 학습 기회, ⑤ 시장 접근성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그림 2-2> 창농의 환경

자료: Johnson et al.(2001:22); 마상진·정기환(2008: 1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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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상진·정기환(2008: 71)은 이들 선행연구와 기존 국내 창농 관련 연구
(서규선·변재면 2000; 김정호·마상진 2005; 강대구 2006) 분석을 통해 신

규 취농자들이 주로 겪는 진입장애요인을 자본, 전문성, 시장, 사회 네트워
크 등 네 가지로 재구조화하였다. 그리고 사회 네트워크 요인이 자본 요인,
전문성 요인, 시장 요인에 선행하여 작용한다는 요인 간 구조적 관계를 구
명하였다<그림 2-3>.
<그림 2-3> 창농의 장애요인과 영농성과의 관계
자본
사회 네트워크

전문성

영농성과

시장
자료: 마상진·정기환(2008: 68).

3. 창업농 생태계

창업의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하여 보다 종합적으로 접근해보자고
최근 강조되고 있는 개념이 창업생태계이다. 기존 단편적 해결책들의 제도
적 한계를 극복해본다는 취지이다. 생태계(ecosystem)란 생물공동체와 이
를 둘러싼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공간으로 다양한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조
직되어 있는 상태이다(윤종언 2000; 임채윤 외 2006: 22 재인용). 이를 비
즈니스 창업 환경에 적용한 개념이 창업생태계이다. 김안국 외(2016: 65)
는 Isenberg(2011)의 기업생태계(entrepreneurship ecosystem)개념을 착안하
여 창업생태계를 “인적 자원, 금융, 그리고 전문적 지식 등 창업에 필요한
유･무형의 자원에 접근이 가능하고, 창업가를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
책 및 제도적 환경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로 정의하였다. 창업생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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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는 핵심요소로 창업을 장려하는 문화(conductive culture), 이를 가능
케 하는 정책과 리더십(enabling policies and leadership), 적절한 재원 자금
의 유용성(availability of appropriate finance), 양질의 인적자본(quality
human capital), 창업기업에 우호적인 시장(venture-friendly markets for
products), 다양한 제도·인프라 지원(institutional and infrastructural supports)

을 들고 있다(Isenberg 2011: 1)<그림 2-4>. 생태계 접근은 기존 개별 경영
체 중심의 개입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 네트워크 개발, 우선권
조정, 새로운 제도적 역량7 개발과 동반상승효과 강화 등에 초점을 둔 전
체론적인(holistic) 활동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Mason and Brown 2014: 7).
<그림 2-4> 창업생태계 영역 및 구성요소

자료: Isenberg(2011); 김안국(2016: 65) 재인용.

7

행위자들의 주어진 환경을 목적의식하에 집합적으로 변용시키는 능력(오은주
201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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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1990년대 말부터 벤처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벤처생태계란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창업생태계에 대한 활발한 논의는
2000년대 후반부터라 할 수 있다. 초창기 창업생태계는 창업체의 성장, 진

화, 융합, 분화가 이루어지는 자기증식시스템 정도로 바라보는 시각이 지
배적이었지만(임채윤 2006: 22), 최근에는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있어 관련
제도·인프라 구축 등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양현
봉·박종복 2011: 19).
영농 분야 창업과 관련한 생태계는 아직까지 이론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
지만 제도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일본 교토부의 경우 취농 희망자에서 최고
농업경영자( 취농희망자→인정신규취농자→인정농업자→농기업자→최고
경영체)에 이르기까지 경영 상태에 따라 발달 단계를 설정하고 관련 서비
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신규 취농·농업취업 및 농업 비즈니스 업
무를 전담하는 중간지원조직인 ‘농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농업 일자
리 카페 사업, 취농 서포터 사업, 후계자 양성 실천 농장 사업 등을 추진하
고 있다<그림 2-5>.
<그림 2-5> 일본 교토부의 창업농 지원 생태계

자료: 日本 京都府農業総合支援センター(2013); 마상진·김경인(2017: 11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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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토부 사례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러한 사업이 서로 관련 없이 별
개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상담, 농업기술, 경영 지식 습득, 농업 경영 개
시란 일련의 흐름에서 기술, 자금, 농지, 주택 등 창업농들이 현장에서 겪
는 다양한 애로사항들을 관련 주체들의 유기적 협력하에 체계적으로 제공
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5년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

성 정책을 제시하였다.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과거 분산 추진
되던 농업기술실용화재단, 6차산업활성화지원센터, 귀농귀촌종합센터 등
창업 관련 기관이 협업하는 ‘통합 지원 네트워크’를 마련하여 업무를 효율
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농림축산식품부 2015. 6. 2.)<그림
2-6>.
<그림 2-6> 농식품 창업생태계(안)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농업정책보험금융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6차산업화활성화지원센터

원스톱 지원 서비스
예비창업자

벤처창업
R&D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5. 6. 2.).

자금

컨설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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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창업농(창업농업인)이란 새롭게 농가를 창설한 이후 기존 농업인의 평균
경영 수준에 이르기 전 단계의 농업인으로 볼 수 있다. 영농 시작 후 어느
정도 기간까지를 창업농으로 볼 것인지는 좀 더 명확한 근거자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이 연구에서는 3년 이하로 한정하였다. 창업농은 창업 당시
영농기반 소유 여부에 따라 승계 창업농 및 신규 창업농으로 나눌 수 있었
다. 창업농들은 안착 전까지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데, 이는 크게 자본적 요
인(영농기반·시설, 운영자금 등), 기술적 요인(생산기술, 경영, 마케팅 등),
사회적 요인(인적네트워크, 주거 마련 등) 등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창업
의 애로사항에 대한 체계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 창업생태
계이다. 창농생태계는 창업농이 영농 및 지역사회 활동을 하면서 겪는 다
양한 어려움들을 지역의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 유기적 네트워킹을 통해 종
합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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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관련 통계 및 설문조사를 토대로 청년농 유입 현황과 유입
경로, 농가 경영승계와 관련 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청년 농가 수 변화를 전
망하였다.

1. 농가경영주 고령화 실태

40세 미만 청년 농가경영주는 2000년대 9만 1,000여 명이었던 것이
2010년에는 3만 2,000여 명, 2015년에는 1만 4,000여 명으로 감소(지난
15년간 연간 11.6% 감소)하였다<표 3-1>. 이는 2015년 현재 전체 농업경

영체 수 대비 1.3% 수준이다.8 이에 비해 60세 이상 농가경영주는 2000
년에 전체 농가의 50%대를 넘고(50.3%), 2010년에는 60%대를 넘었고
(61.0%), 2015년에는 68.3%에 이르렀다.

8

40세 미만 농업종사 가구원(3개월 이상 농업종사): 14만 3,455(2005년) → 11만
5,583(2010년) → 6만 8,168(2015년)(마상진 외 2017).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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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농가경영주의 연령분포 변화
연령대

2000

2005

2010

2015

39세 이하

91,516 (6.6)

42,392 (3.3)

33,143 (2.8)

40~49세

237,737 (17.3)

185,849 (14.6)

140,479 (11.9)

84,025 (7.7) -153,712

-6.7

50~59세

348,067 (25.3)

302,852 (23.8)

287,139 (24.4)

246,824 (22.7) -101,243

-2.3

60~69세

479,485 (34.8)

430,473 (33.9)

352,427 (30.0)

332,158 (30.5) -147,327

-2.4

70세 이상

226,663 (16.5)

311,342 (24.5)

364,130 (31.0)

411,145 (37.8)

합계

14,336 (1.3)

단위: 호(%)
2000~15
증감
연간 변화율
-77,180
-11.6

184,482

4.0

1,376,198 (100) 1,270,526 (100) 1,175,622 (100) 1,087,726 (100) -288,472

-1.6

자료: 통계청(2000~2015).

농업 선진국들과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 농가경영주의 고령화 상태는 심
각한 수준이다. 주요 국가의 ‘65세 이상 농가경영주/35세 미만 농가경영
주’9 수치를 보면, 한국(2015)은 140.1로 2012년 미국(5.8), 2013년 EU(5.2)
나 주요 유럽 선진농업국(프랑스 1.4, 독일 1.0)에 비해 매우 높았다<그림
3-1>. 가장 고령화된 국가라 알려진 일본의 농가경영주 고령화 수치를 보

면 2010년만 해도 일본은 95.2로 우리나라(60.3)보다 높았지만, 2015년
89.3으로 우리나라보다 낮았다(마상진 외 2017: 15).

9

가용한 외국 자료와의 비교를 위해 연령을 청년농은 35세 미만으로, 고령농은
65세 이상으로 구분하였음. 한 국가의 농가연령구조 고령화를 비교하는 수치로,
청년 한농가당 얼마나 많은 고령농가가 부양되는 구조인지를 알게 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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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농업경영주 연령분포 국제비교

자료: 통계청(2015); 日本 農林水産省(2015a); USDA(2012); EUROSTAT(2013); 마상진 외(2017: 15)
에서 재인용.

농촌 지역의 관점에서 보면 청년농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40세 미
만 청년 농가가 없는 농촌 마을(행정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읍지역 농
촌마을당 청년 농가 수는 2005년 1.19명에서 2015년 0.4명으로, 면지역은
2005년 0.88명에서 2015년 0.24명으로 낮아졌다. 즉 면지역 농촌의 경우

네 개 마을당 1명의 청년농이 있는 셈이다<표 3-2>.
<표 3-2> 농촌 마을(행정리), 청년농 분포
마을수(A)
2005

2010

청년농(B)
2015

2005

2010

B/A
2015

2005

2010

2015

읍

7,491

8,212

8,698

8,930

8,742

3,501

1.19

1.06

0.40

면

28,043

28,286

28,094

24,548

14,094

6,763

0.88

0.50

0.24

전체

35,534

36,498

36,792

33,478

22,836

10,264

0.94

0.63

0.28

주: 청년농 중 동지역 주거자(2005년 8,914명, 2010년 1만 307명, 2015년 4,102명)는 제외.
자료: 통계청(2005~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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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 농업인 유입 현황과 경로

영농경력 3년 이하 농가경영주는 2000년 이후 4만여 명 수준(2000년 4만
3,044 → 2010년 4만 5,695 → 2015년 3만 7,741)에서 유지되고 있지만,
40세 미만 농가경영주는 2000년 1만 2,598명에서 2015년 3,000여 명 이하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지난 5년간 연간 1,000명이 못되게 청년 창농(신규
창농, 승계 창농)이 이뤄지고 있었다<표 3-3>.10
<표 3-3> 영농경력 3년 이하 농가경영주 변화
단위: 호
연령대

2000

2005

2010

2015

2000~2015
증감

변화율

39세 이하

12,598

13,096

6,500

2,673

9,925

-10.3%

40~49세

11,053

10,126

12,893

7,779

- 3,274

-2.3%

50~59세

10,072

9,630

15,083

14,181

4,109

2.3%

60~69세

7,762

4,692

9,184

10,595

2,833

2.1%

70세 이상

1,559

1,559

2,035

2,513

954

3.2%

전체

43,044

39,103

45,695

37,741

-5,303

-0.9%

40세 미만 비율

29.1%

33.3%

7.0%

7.1%

자료: 통계청(2000~2015).

청년농 중에 신규 창농자와 승계 창농자의 비율을 검토하기 위해 기존
조사 자료를 재분석해 보았다. 농림축산식품부(2016)가 갤럽에 의뢰해 조
사한 ‘2016년 귀농귀촌실태조사’에서 40세 미만 귀농자를 재분석해 본 결
과,11 44%가 승계 창농자였다. 귀농자의 경우 연령대가 낮을수록 승계자

10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등의 귀농인 통계에 따
르면 최근 6년 동안(2011~2016년) 40세 미만 청년 귀농자는 1,202명(2011년), 1,292명
(2012년), 1,253명(2013년), 1,197명(2014년), 1,150명(2015년), 1,340명(2016년)
으로 이 기간 평균 1,239명이었음. 이는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을 기준으
로 하는 것으로 가구를 중심으로 통계를 내는 농업총조사와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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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낮아졌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최근 3년간(2014~2016
년)의 후계농업경영인 선정대상자 분석결과를 보면 승계 창농자가 평균
37.5%였다. 후계 농업경영인의 경우 선정대상이 50세 미만이고, 연령대에

따라 승계자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반영해서 추정해 보면 40세 미
만 청년농 중 승계 창농 비율은 대략적으로 40% 선으로 추정된다.
청년 창업에 있어 경영기반 못지않게 기술·경험 요인이 중요하다. 청년
농 중에 농업계 학교 교육이나 사회생활 경험을 하고 창농하는지 청년농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한 결과, 신규 창농자 중 농업계 학교 졸업자는
53.8%였는데, 학교 졸업 후 바로 창업한 경우는 28.8%였다<표 3-4>. 한편

일반 학교를 졸업한 창농자는 46.2%(사회경험 없음 2.6%, 사회경험 있음
43.6%)였는데, 이들 대다수(93.4%)는 사회생활 경험 후 창농하고 있었다.

승계 창농자 중에 농업계 학교 졸업자는 58.6%(사회경험 없음 37.7%, 사
회경험 있음 20.9%) 학교 졸업 후 바로 창업하는 경우가 신규 창업의 경우
보다는 많았다. 승계 창농자 중 일반 학교 졸업자는 41.4%(사회경험 없음
7.2%, 사회경험 있음 34.2%)였는데, 이들 역시 대부분(82.6%)은 사회생활

경험 후 창농하였다.
<표 3-4> 창농 유형별 농업계학교 졸업 및 사회경험 여부 분포
단위: %
창농 유형

농업계 학교 졸
사회경험 무
사회경험 유

일반 학교 졸
사회경험 무
사회경험 유

합계

승계 창농

37.7

20.9

7.2

34.2

100.0

신규 창농

28.8

25.0

2.6

43.6

100.0

자료: 이 연구의 청년농 설문조사.

귀농·귀촌 실태 및 후계농 실태 조사 등을 기반으로 한 청년 창농자의
농가 출신(경영 승계) 비율 그리고 이 연구에서의 청년농 창업배경(농업계

11

전체 유효 응답 984개 중 승계 창농 217개로 약 21% 수준이었는데, 40세 미만
은 52개 사례 중 23개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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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출신 여부, 사회경험 여부)과 사회농업교육 경험 여부12 조사 분석을
기반으로 한 청년 창농자의 유입경로별 비율을 정리하면 <그림 3-2>가 도
출된다. 청년 창농자 중 농가 출신(승계 창농)은 40%, 비농가 출신(신규 창
농)은 60%였다. 농업계 학교 출신자는 55%(농가 출신 23%, 비농가 출신
32%)였고, 일반 학교 출신자는 45%(농가 출신 17%, 비농가 출신 28%)였

다. 한편 학교 졸업 후 사회생활 경험을 거쳐 창농한 경우는 63%(농업계
학교 23%, 일반 학교 40%), 학교 졸업 후 바로 창농한 경우는 4%(농업계
학교 2%, 일반 학교 2%)였는데, 학교 졸업 후 사회농업교육을 이수한 후
창농한 경우가 33%(농업 학교 30%, 일반 학교 3%) 정도였다. 이러한 여러
경로 중에 창농 경로상의 취약 집단을 분리해 보면, 어떠한 농업교육(학교
교육 또는 사회교육)도 받지 않은, 일반 학교 졸업 후 바로 창농한 집단
(2%)과 일반 학교 졸업 후 사회생활경험(40%) 후 농업교육 없이 창농한

집단(22%) 등의 창농자가 26%였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도 영농기반 없는
집단(일반학교 졸업, 비농가 출신)를 추려내 보면 14%였다.
<그림 3-2> 청년 창농자 유입경로(영농기반, 교육)

자료: 이 연구의 청년농 설문조사.

12

청년 창농자의 69.4%가 사회 농업교육을 경험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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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업경영인 창업 경로 분석
○ 분석대상: 후계농업경영인 최근 3개년(2014~2016년) 선정자(총 5,554명)
- 농업계 학교 출신 28.5%, 비농업계 출신 71.5%
- 승계농 37.4%, 신규 창농 62.6%

창업유형
승 계
신 규
전 체

출신학교
농업계
14.5%
14.0%
28.5%

비농업계
22.9%
48.6%
71.5%

전체
37.4%
62.6%
100.0%

자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2014~2016).

한편 청년농의 출신지와 귀농 여부에 따라 유입경로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3-3>과 같다. 출신지별로 농촌 출신이 77%, 도시 출신이 23%였고,

귀농자는 60%(도시 출신 23%, 농촌 출신 37%)였다. 농촌 출신으로 농촌
에 계속 살면서 승계 창농하는 경우가 20%, 농촌 출신이지만 기반 승계
없이 신규 창농하는 경우가 21%, 농촌 출신으로 귀농하여 승계하는 경우
가 16% 정도였다. 이 밖에 도시출신이지만 부모나 조부모 등의 영농기반
을 승계하여 창농하는 경우도 4%가 있었다.
<그림 3-3> 청년 창농자 유입경로(출신지, 귀농 여부)

자료: 이 연구의 청년농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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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영승계 현황과 관련 요인

우리나라 농업경영체 수 감소는 농가 내 경영승계 부진이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이다. 농업조사(통계청 2014)에 따르면 농가의 후계자 확보율은
9.8%였다<표 3-5>. 일본의 경우 판매 농가의 승계자 확보 비율이 50%가

넘고 있는 현실과 비교하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日本 農林水
産省 2015a).13 판매액 규모별 후계자 확보율을 보면 대체로 판매액 규모가

클수록 후계자 확보율이 상승하였는데, 판매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후계자 확보율이 10% 이하였지만, 1억 원 이상일 경우는 20% 이상이었다.
<표 3-5> 판매액규모별 농가 후계자 확보율
단위: 호(%)
농산물 판매액 규모

후계자 있음

후계자 확보율

판매 없음

농가 수
130,009

7,226

5.6

120만 원 미만

118,852

6,772

5.7

120만~300만 원

158,623

12,194

7.7

300만~500만 원

141,391

11,630

8.2

500만~1,000만 원

167,963

16,184

9.6

1,000만~2,000만 원

145,540

16,496

11.3

2,000만~3,000만 원

89,595

11,527

12.9

3,000만~5,000만 원

80,175

10,822

13.5

5,000만~1억 원

58,110

8,921

15.4

1억~2억 원

19,835

4,161

21.0

10,682

3,595

33.7

1,120,776

109,528

9.8

2억 원 이상
전국
자료: 통계청(2014).

농가의 후계자 확보와 관련한 요인을 구체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이 연

13

2015년 현재 209.6만 농가 중에 후계자 있는 농가는 108.4만 농가로 후계자 확
보율은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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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실시한 일반 농가(KREI 통신원) 대상 설문조사를 분석하였다. 농
가 후계자 확보 여부(확보=1, 미확보=0)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연령, 영농
형태(축산, 시설, 쌀, 과수), 농외활동 여부(활동=1, 미활동=0), 농산물 판매
액(매출액), 농가소득, 소유농지 등을 독립변인으로 한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농가의 후계자 확보요인 분석 결과 연령, 농외활동, 매출액 등
이 승계자 확보에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다. 연령이 높고, 농외활동을 하
고, 매출액이 높을수록 후계자를 확보할 확률이 높았다. 반면 품목이나 농
지규모 자체는 승계와 관련성이 없었다<표 3-6>.
<표 3-6> 농가 후계자 확보요인 분석
독립변인
연령
축산
영농
시설
쌀
형태
과수
농외활동
농산물 판매액
소유농지
상수항

B
.033
.338
.031
.250
.196
.402
.453
.008
-3.978

표준오차
.011
.308
.221
.227
.222
.134
.084
.088
.779

Wals
9.179
1.204
.020
1.211
.782
9.065
28.874
.009
26.046

유의확률
.002
.272
.888
.271
.377
.003
.000
.924
.000

Exp(B)
1.034
1.402
1.032
1.284
1.216
1.495
1.573
1.008
.019

주: -2log우도=596.650, Nagelkerke R2=0.157, 분류정확도=66.4%
자료: 이 연구의 일반농 설문조사.

채광석 외(2012: 55)도 농가의 안정적 후계자 확보에는 농업소득뿐 아니
라 다양한 농외활동을 통한 농외소득원 확보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
고 있었다. 소득이 높은 특정 품목이나 단순히 규모가 크다고 농가의 경영승
계확률이 높다기보다 다양한 농외활동을 통해 매출을 확보하느냐 즉, 얼마
나 복합적·과학적 경영을 하고 있느냐가 농가의 경영승계에 더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 후계자 확보농가의 특성을 추가로 분석해 보면, 미확
보 농가보다 경영장부 작성을 더 많이 하고 있으며, 법인 활동에 더 많이 참
여하고 있었다<표 3-7>. 마상진 외(2013: 143)도 후계농의 조수익 영향 요인
을 분석한 결과, 경영장부 작성이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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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후계자 확보 여부에 따른 경영장부 작성, 법인 참여 현황
단위: 명(%)
1)

후계자
미확보
확보
전체

2)

경영장부 작성
미작성

법인 참여
작성

199(74.0)
146(64.3)
345(69.6)

70(26.0)
81(35.7)
151(30.4)

미참여

참여

167(62.3)
121(52.6)
288(57.8)

101(37.7)
109(47.4)
210(42.2)

합
268(100)
230(100)
498(100)

주 1) 피어슨카이제곱=5.43 (df=1) p=0.02
2) 피어슨카이제곱=4.78 (df=1) p=0.018

농가경영주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경영이양 시점의) 후계자 연령이 높았
는데, 농업인 조사에 의하면, 40대 이하는 32.4세, 50대는 38.3세로 자식이
40세가 되기 이전에 이양할 계획인 반면에 60대는 46.2세, 70대는 54.8세

였다. 한편 농업인들이 자식에게 경영승계를 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
과, 자식이 농사 짓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인 경우(55.6%)로 가장 많았고,
농업에 관심 있는 자손이 없음(29.6%), 영농규모가 작음(18.5%), 노후보장
(11.7%) 등의 이유가 있었다<그림 3-4>. 반면에 노후보장 등 적절한 제도

적 보완 후 제3자에게도 경영기반을 승계하는 제도를 실시할 경우 참여 의
향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43.0%가 긍정적 답변을 하였다(40대 이하
51.1%, 50대 44.6%, 60대 37.7%, 70대 37.1% 찬성).
<그림 3-4> 농업인들이 경영승계를 하지 않는 이유

자료: 이 연구의 일반 농업인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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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년 농업인 전망

현재 청년 농가의 추가 이탈이 없고, 과거 15년간(2000~2015년)의 신규
유입 농가 변화율이 향후 5~10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2020
년, 2025년의 청년 농가수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2020년 6,889호(전체
농가 대비 0.67%), 2025년에는 3,725호(0.38%)로 축소될 전망이었다<표
3-8>.
<표 3-8> 청년 농업경영주 변화 전망
단위: 호
2000
연
령
대

2005

2010

2015

전망
2020

변화율(%)
2025

15~20

20~25
-0.52

20~24세

855

269

115

111

56

33

-0.68

25~29세

6,415

2,113

1,312

681

394

228

-0.69

-0.49

30~34세

23,023

10,603

5,241

3,362

1,609

955

-0.65

-0.50

35~39세

61,223

29,407

13,490

10,212

4,830

2,508

-0.67

-0.49

청년농 전체

91,516

42,392

33,143

14,366

6,889

3,725

-0.66

-0.50

총 농가(천 호)

1,383.5

1,272.9

1,177.3

1088.5

1018.2

967.0

-

-

자료: 통계청(2000, 2005, 2010, 2015). 농업총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ASMO 추정치.

그렇다면, 향후 매년 어느 정도의 인력 유입이 있어야 현재의 감소 추세
가 전환될지를 전망해 보았다. 500명, 1,000명, 1,500명, 2,000명 등의 규모
로 40세 미만 청년농이 신규 유입 시 전망치는 기존 자연 유입 인력에 전
년도 신규 인력 중 40세 초과자(유입 다음 해부터 1/20 규모)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그림 3-5>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청년 농업인 비중이 현재와 같은 감소 추세를 반전시켜 증가 추세로 전환
되려면 40세 미만 청년농이 현재보다 연간 1,000명 이상의 추가 유입이 필
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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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신규 유입 규모별 청년 농가수 변화 전망
33,143

추가 유입 규모
14,366

2010

2015

12,689
11,164
9,739
8,314
6,889

2020

16,925 2,000명
13,625 1,500명
10,325 1,000명
7,025

500명

3,725

0명(현재)

2025

주: 추가 유입규모 0명일 경우는 연령대별 현재의 매년 자연적으로 유입되는 인력(2000~2015년 연령대별
평균 변화율 반영)만 감안하여 전망. 500명(1,000명, 1,500명, 2,000명) 규모로 신규 유입 시 전망치
는 자연 유입 인력에 전년도 신규 인력 중 40세 초과자(유입 다음 해부터 1/20 규모)를 제외한 수치.
자료: 마상진 외(2017: 111) 수정 보완.

5. 소결
농업뿐 아니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정도로 청년 농가수가 적다.
현재(2015년 기준) 40세 이하 농가경영주는 1만 4,366호로 3개 농촌 마을
(행정리)당 한 농가가 있는 수준이다. 청년 농가 비중이 적은 것은 다른 외

국과 비교해 봐도 심각하여 가장 고령화된 일본보다도 청년층이 엷게 형성
되어 있다. 청년 창업농의 유입은 매년 1,000명 규모였고, 이 중 승계 창농
과 신규 창농 비율은 4:6 정도였다. 청년 창업농 중에 농업계 학교 출신자
가 절반 수준이고, 귀농자가 60% 정도였다. 영농기반이나 교육 없이 창농
하는 경우는 약 10% 중반대였다. 농가의 후계자 확보율은 10%를 넘지 않
았는데 영농규모보다는 회계장부 작성, 다양한 농외 활동 등 과학적·복합적
경영을 통해 높은 매출을 보이는 농가일수록 후계자 확보를 많이 하고 있
었다. 향후 청년 농가수 변화를 전망한 결과, 현재보다 매년 청년농이 1,000명
이상 추가 유입되어야 청년 농업경영주 감소 추세가 전환될 수 있었다.

청년 농업인 정착 실태

이 장에서는 설문조사 및 기존 관련 통계 분석을 통해 청년 농업인의 영
농품목, 농외활동, 영농규모, 농업매출과 소득 등 영농 실태와 삶의 질을 분
석하였다. 또한 청년농 성공 정착의 관련 요인과 정착 관련 애로사항을 분
석하고, 청년 농업인 정착 사례를 분석하였다.

1. 영농 실태

청년 농업인들의 영농품목은 일반 농업인과 차이가 다소 있었다. 농업총
조사(통계청 2015)에 의하면 전체 농업인과 비교할 때, 청년 농가는 상대
적으로 쌀 비중이 적고, 축산, 과수 비중이 많았다<표 4-1>. 전체 농가 중
축산이 주영농품목인 경우는 4.9%였지만, 청년 농가의 경우 11.7%였고,
과수의 경우 전체 농가가 15.8%였는데 청년 농가는 18.0%였다. 반면 쌀의
경우 전체 농가의 경우 41.7%였는데, 청년 농가는 33.4%였다. 김수석 외
(2016: 24)도 작물 재배 귀농가구의 경우 논벼보다는 과수 중심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정섭 외(2016: 39)는 청년 귀농자들의
경우 작목 선택에 소득성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4장

제

34 청년 농업인 정착 실태
<표 4-1> 청년 농가와 일반 농가의 주 영농품목 비교
단위: %
주 영농품목

농가 유형

쌀

식량작물

채소

과수

특용약용

축산

합계

기타

청년 농가

33.4

10.8

18.0

18.0

4.6

11.7

3.4

100.0

일반 농가

41.7

12.7

18.2

15.8

4.5

4.9

2.2

100.0

자료: 통계청(2015).

청년 농가 중에서도 신규 창업농과 승계 창업농의 영농품목에 차이가 있
었다. 이 연구의 창업농 설문조사 분석 결과 신규 창업농은 승계 창업농에
비해 채소, 과수, 특용·약용종사 비중이 높았고, 축산 비중이 낮았다<표
4-2>. 승계 창업농의 축산 비중이 33.0%인 데 비해, 신규 창업농 11.7%였

다. 반면, 채소, 과수, 특용·약용의 경우 신규 창업농이 22.7%, 18.8%,
14.9%인 데 비해, 승계 창업농은 각각 16.8%, 11.8%, 9.4%였다. 신규 창업

농과 승계 창업농 간 주영농품목 분포는 통계적으로 0.05 이하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일반 농가에 비해 청년 농가가 환금성이 높은 품
목에 많이 종사하듯이, 청년 농가 중에서도 신규 창업농이 승계 창업농에
비해 그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표 4-2> 청년 농가의 창농 유형별 주 영농품목 비교
단위: 명(%)
주 영농품목

창농
유형
신규
승계

쌀
24
(15.6)
54
(15.9)

식량작물
10
(6.5)
16
(4.7)

채소

과수

35
(22.7)
57
(16.8)

29
(18.8)
40
(11.8)

특용약용
23
(14.9)
32
(9.4)

축산
18
(11.7)
112
(33.0)

기타
15
(9.7)
28
(8.3)

합계
154
(100.0)
339
(100.0)

주: 피어슨 카이제곱=27.8 (df=6) p=0.000
자료: 이 연구의 청년농 설문조사.

청년 농가들은 일반 농가에 비해 농관련사업에 참여를 많이 하고 있었
다. 농업총조사(통계청 2015)에 의하면, 청년 농가 중에 농관련사업을 하고
있는 농가는 22.4%로 전체 농업인 16.0%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표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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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련사업 유형별로는 직거래가 18.7%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 밖에 농
기계작업, 농촌관광, 직판장, 가공업, 식당경영의 순이었는데, 모두 참여 비
율이 3% 미만이었다. 창농 유형에 따라 농외활동 참여의 차이는 없었다.
한편 마상진 외(2014: 35)의 귀농·귀촌 조사에 따르면 귀농인들의 농외활
동 참여는 귀농·귀촌 연차가 늘어나면서 활발해진다고 하였는데, 이 연구
의 청년농 설문 조사결과에서는 영농경력에 따른 농외활동 참여 정도의 차
이는 없었다.
<표 4-3> 청년 농가와 일반 농가의 농외활동 참여 비교
단위: %
농가 유형

농관련사업유형
직판장 운영

직거래

식당 경영

가공업

농기계 작업

농촌 관광

전체

청년 농가

1.2

18.7

0.9

1.0

2.3

1.5

22.4

일반 농가

0.7

13.6

0.8

0.6

1.0

0.6

16.0

자료: 통계청(2015).

청년 농가의 영농규모는 일반 농가보다 컸다. 농업총조사(통계청 2015)
에 의하면 청년 농가의 영농규모는 1.62ha로 전체 농가 평균 1.20ha에 비
해 35% 정도 컸다<표 4-4>. 품목별로 보면 과수, 약용작물, 화초·관상작물
의 경우 청년 농가와 전체 농가의 영농규모가 비슷했지만, 논벼(청년 농가
2.41ha>농가 전체 1.52ha), 식량작물(청년농가 1.01ha>농가 전체 0.62ha),

채소·산나물(청년 농가 1.37ha>농가 전체 0.98ha), 특용작물·버섯(청년 농
가 1.95ha>농가 전체 0.90ha)의 경우는 청년 농가가 일반 농가의 150~200%
정도였다.
<표 4-4> 청년 농가와 일반 농가의 영농규모 비교
단위: ha
농가 유형

품목
논벼

식량작물 채소·산나물 특용작물

과수

약용작물 화초 관상 기타작물

전체

청년 농가

2.41

1.01

1.37

1.95

1.10

1.27

0.98

1.51

1.62

일반 농가

1.52

0.62

0.98

0.90

1.12

1.23

1.17

1.06

1.20

자료: 통계청(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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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농가의 영농규모는 영농경력이 늘어나면서 같이 커지는 양상을 보
였다. 농업총조사(통계청 2015) 자료 분석 결과, 영농초기(1~3년차)에는 전
체 농가 평균(1.2ha)보다 규모가 적었지만(1년차 0.71ha, 2년차 0.85ha, 3년
차 1.01ha), 4년차 이후에는 전체 농가 평균 이상의 규모였다(4~5년차
1.39ha, 6~9년차 1.54ha, 10년차 이상 2.22ha)<그림 4-1>.
<그림 4-1> 청년 농가의 영농경력에 따른 영농규모 변화
단위: ha

자료: 통계청(2015).

창농 유형별로 보면 승계 창업농의 영농규모가 신규 창업농보다 컸고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 연구의 청년농 설문조사 결과, 농지
규모를 보면 신규 창업농은 0.33ha 이하가 77.8%이고 승계 창업농은
52.6%였는데, 2ha 이상은 신규 창업농이 2.6%, 승계 창업농은 14.9%였다.

축산농가를 기준으로 보면, 한우의 경우 승계 창업농의 평균 사육마릿수가
137마리인데 신규 창업농은 97마리, 돼지의 경우 승계 창업농이 1,816마리

인데 비해 신규 창업농은 912마리였다. 닭의 경우 승계 창업농(10만 7,000
마리)이 신규 창업농(1만 9,000마리)보다 사육마릿수가 5.7배가량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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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청년 농가의 창농 유형별 농지규모 차이
단위: 명(%)
창농 유형

농지 규모
0.33ha 이하

0.33~1ha

1~2ha

2ha 이상

합계

신규

119(77.8)

20(13.1)

10(6.5)

4(2.6)

153(100.0)

승계

180(52.6)

78(22.8)

33(9.6)

51(14.9)

342(100.0)

주: 피어슨 카이제곱=31.7, (df=3), p=0.000
자료: 이 연구의 청년농 설문조사.

청년 농가의 농산물판매액(조수익)은 일반 농가에 비해 많았다. 농업총
조사(통계청 2015)에 의하면, 판매액 1,000만 원 미만인 농가 비율을 보면
전체 67.7%였는데, 청년 농가는 54.9%였고, 5,000만 원 이상인 농가는 전
체 농가의 7.8%였는데, 청년 농가는 16.7%였다<그림 4-2>. 농업경영체
DB(농림축산식품부 2016d)분석 결과를 보면, 전체 농업경영체 평균 1,789

만 원인 데 비해 청년 농가의 경우 3,015만 원으로 70% 이상 청년 농가가
많았다.
<그림 4-2> 청년 농가와 일반 농가의 농산물판매액 비교

자료: 통계청(2015).

영농경력에 따른 청년 농가의 조수익 변화를 보면, 경력이 늘어나면서
조수익 역시 증가했다. 농업경영체DB 분석 결과, 영농초기(1~2년차)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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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농가 평균(1,789만 원)보다 규모가 적었지만(1년차 629만 원, 2년차
1,524만 원), 3년차 이후에는 농가 평균 이상이었다(3년차 2,259만 원, 4~5년

차 2,634만 원, 6~9년차 3,163만 원, 10년차 이상 3,731만 원 등)<그림 4-3>.
<그림 4-3> 청년 농가의 영농경력에 따른 조수익 변화
단위: 만 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6d).

창농 유형별로 승계 창업농이 신규 창업농보다 판매액이 대체로 많았지
만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 연구의 청년농 설문
조사 분석결과, 1,000만 원 미만 판매 농가 비율은 신규 창업농이나 승계
창업농 모두 48%대로 거의 같았지만, 6,000만 원 이상 비율은 신규 창업농
은 21.3%, 승계 창업농은 27.4%였다<표 4-6>.
<표 4-6> 청년 농가의 창농 유형별 조수익 차이
단위: 명(%)
창농
유형

1,000만 원
미만

1,000만~
3,000만 원

조수익 규모
3,000만~
6,000만 원

6,000만~
1억 원

1억~2억 원

합계

신규

70(48.3)

22(15.2)

22(15.2)

15(10.3)

16(11.0)

145(100.0)

승계

147(48.5)

40(13.2)

33(10.9)

43(14.2)

40(13.2)

303(100.0)

주: 피어슨 카이제곱=3.23, (df=4), p=0.520
자료: 이 연구의 청년농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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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농가의 가구 소득은 일반 농가보다 많았다. 농업경영체DB 분석 결
과,14 전체 농가의 경우 연 1,000만 원 이하 농가소득 비중이 50.9%이고,
5,000만 원 이상이 5.8%인 데 비해, 청년 농가는 각각 33.8%, 11.0%였다
<표 4-7>. 평균값은 청년 농가 2,713만 원, 전체 농가평균 2,655만 원으로

차이가 거의 없었지만, 중위수는 청년 농가가 2배 가까이 많았다. 농가경
제조사(통계청 2016)15에서도 청년농의 가구소득은 9,540만 원으로 일반농
가(3,720만 원)보다 2.5배 수준이었다. 두 통계 모두 조사 방식상의 한계로
인해 실제 농가들의 소득을 정확히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복수의
통계 자료를 통해 청년 농가들의 소득이 일반 농가들보다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7> 청년 농가와 전체 농가의 농가소득 비교
단위: %
농가소득 규모
농가 유형 1,000만 원
이하

1,000만~

2,000만~

3,000만~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5,000만~
1억 원

1억~2억 원

평균값

중위수

(만 원)

(만 원)

청년 농가

33.8

20.0

17.3

17.9

8.5

2.5

2,713

1,857

일반 농가

50.9

21.8

11.4

10.0

4.7

1.1

2,655

99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6d).

영농경력에 따른 청년 농가의 농가소득 변화를 보면, 경력이 늘어나면서
농가소득 역시 증가했다. 농업경영체DB 분석 결과를 보면, 청년 농가들은
영농경력 3년까지 농가 평균소득보다 낮았지만, 4~5년경에 평균선에 거의
도달한 후 6년차 이후 평균을 넘어섰다<그림 4-4>.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2016)가 귀농자의 이주 이후 농촌 거주 기간별 가구소득을 조사한 바에

14

15

농업경영체DB의 농가소득의 경우 미입력 농가가 워낙 많아(미입력률 46%) 농
가경제조사 농가소득 통계와 차이가 큼. 여기서는 자료가 입력된 농가만을 중
심으로 분석한 것임.
농가경제조사에 있어 30대 이하 표본은 20가구 미만이어서 대표성을 담보하기
힘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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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이주 첫해 1,782만 원, 2년차 1,984만 원, 3년차 3,071만 원, 4년차
3,145만 원, 5년차 3,242만 원이었다. 귀농자의 가구 소득이 이주 3년차부

터 다소 안정화되지만, 5년차까지는 농가 평균소득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
는데(김정섭 외 2016: 56), 통계 기반은 다르지만 상호 맥을 같이하는 조사
결과이다.
<그림 4-4> 청년 농가의 영농경력에 따른 농가소득 변화
단위: 만 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6d).

창농 유형별로 승계 창업농이 신규 창업농보다 농가 소득이 많았고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 연구의 청년농 설문조사 분석 결과,
1,000만 원 미만 소득 농가 비율이 신규 창업농은 29.3%, 승계 창업농은
24.4%였지만, 6,000만 원 이상은 신규 창업농은 26.0%인 데 비해 승계 창

업농은 40.6%였다<표 4-8>. 영농 초반(경력 1~2년차)에 신규 창업농의 경
우 승계 창업농보다 경제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000만 원 미만 소득자가 1년차에는 55.6%, 2년차는 44.0%나 되었다.16
16

청년 농가의 창농 유형별 영농경력에 따른 농가 소득
창농유형
신규
승계

1년
55.6%
48.4%

2년
44.0%
27.8%

3년
4.3%
26.5%

영농경력
4~5년
20.8%
27.4%

6~9년
22.7%
5.6%

10년 이상
10.0%
15.5%

전체
29.3%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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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청년 농가의 창농 유형별 농가소득 차이
단위: 명(%)
창농
유형

농가 소득 규모
1000만 원

1000만~

3000만~

6000만~

미만

3000만 원

6000만 원

1억 원

1억~2억 원

합계

신규

44(29.3)

29(19.3)

38(25.3)

19(12.7)

20(13.3)

150(100.0)

승계

80(24.6)

54(16.6)

59(18.2)

49(15.1)

83(25.5)

325(100.0)

주: 피어슨 카이제곱=11.37, (df=4), p=0.023
자료: 이 연구의 청년농 설문조사.

2. 지역사회 활동과 삶의 질 실태

청년 농업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관련하여 주민 왕래 및 지역기여 활동
실태를 설문 조사하였다. 주민 왕래 실태를 보면, 청년 농가의 절반 이상
(56.1%)이 주 1회 이상 주민들과 왕래를 하고 있었다<표 4-9>. 분기당 한

번 또는 전혀 없다는 비율은 27.4%였다. 영농경력(3년 이하) 초기를 벗어
나면서 교류가 대체로 많아지기는 했지만, 10년 이상 경력자의 경우 다소
위축되는 경향도 있어서 경력에 따른 주민 왕래 빈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창농 유형에 따른 차이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4-9> 청년 농가의 주민 왕래 빈도
단위: 명(%)
영농경력

주민 왕래 빈도
매일

주 1회 이상

월 1회 이상

분기당 한 번 이하

합계

3년 이하

49(20.9)

75(32.1)

36(15.4)

74(31.6)

234(100.0)

4~5년

22(24.2)

33(36.3)

13(14.3)

23(25.3)

91(100.0)

6~9년

23(23.7)

36(37.1)

21(21.6)

17(17.5)

97(100.0)

10년 이상

18(22.2)

26(32.1)

13(16.0)

24(29.6)

81(100.0)

전체

112(22.3)

170(33.8)

83(16.5)

138(27.4)

503(100.0)

주: 피어슨 카이제곱=8.47, (df=9), p=0.488
자료: 이 연구의 청년농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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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로부터 지역일꾼으로 기대를 받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절반 이
상(53.1%)이 그렇다고 하였고, 실제로 절반 정도(49.7%)가 시군이나 마을
의 농업 및 각종 위원회, 조직, 협회 등에 임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었다<표
4-10>. 영농경력이 늘어날수록 지역 일꾼으로서의 기대를 받고 있다는 응

답이 많아졌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지역 내 임
원활동 경험을 한 비율이 영농경력이 증가할수록 많아진다는 것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두 항목 모두 창농 유형에 따른 차이는 없
었다.
<표 4-10> 청년 농가의 지역 기대 및 지역 활동 현황
단위: 명(%)
1)

영농경력

지역 일꾼으로 기대를 받는가?
아니다

2)

지역내 임원활동 경험

보통이다

그렇다

없음

있음

합계

3년 이하

53(22.6)

76(32.5)

105(44.9)

142(60.7)

92(39.3)

234(100.0)

4~5년

15(16.5)

34(37.4)

42(46.2)

46(50.5)

45(49.5)

91(100.0)

6~9년

15(15.5)

33(34.0)

49(50.5)

41(42.3)

56(57.7)

97(100.0)

10년 이상

13(16.0)

25(30.9)

43(53.1)

24(29.6)

57(70.4)

81(100.0)

전체

96(19)

168(33)

239(48)

253(50.3)

250(49.7)

503(100.0)

주 1) 피어슨 카이제곱=4.69, (df=6), p=0.585
2) 피어슨 카이제곱=26.44, (df=3), p=0.000
자료: 이 연구의 청년농 설문조사.

지역사회 활동 외에 개인적인 삶의 만족도, 그리고 영농 시작 이후 삶의
질 변화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청년 농가 중에 삶의
질이 만족스럽다는 경우가 47.3%로 불만족 응답(15.5%)보다는 많았다. 승
계 창업농 중에 만족스럽다는 응답은 49.1%로 신규 창업농(43.3%)보다 많
았지만, 두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표 4-11>. 영농
분야 진출 전과 비교했을 때 그 이전보다 좋아졌다는 응답이 37.5%로 나
빠졌다는 응답(17.9%)보다 많았고 승계 창업농은 신규 창업농보다 이전보
다 삶의 질이 좋아졌다는 응답이 더 많았고(39.6%>33.1%), 두 집단 간 차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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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창업농의 삶의 질 만족 및 변화
단위: 명(%)
1)

삶의 질 만족도

창농
유형

매우 불만

불만족

보통

신규

7(4.5)

23(14.6)

승계

14(4.0)

34(9.8)

전체

21(4.2)

57(11.3)

187(37.2)

매우 만족

59(37.6)

44(28.0)

24(15.3)

157(100.0)

128(37.0)

127(36.7)

43(12.4)

346(100.0)

171(34.0)

67(13.3)

503(100.0)

취농전과 삶의질 비교2)

창농

합

만족

합

유형

크게 나빠짐

나빠진 편

변화 없음

좋아진 편

매우 좋아짐

신규

9(5.7)

31(19.7)

65(41.4)

36(22.9)

16(10.2)

157(100.0)

승계

15(4.3)

35(10.1)

159(46.0)

110(31.8)

27(7.8)

346(100.0)

전체

24(4.8)

66(13.1)

224(44.5)

146(29.0)

43(8.5)

503(100.0)

주 1) 피어슨 카이제곱=5.33, (df=4), p=0.225
2) 피어슨 카이제곱=12.22, (df=4), p=0.016
자료: 이 연구의 청년농 설문조사.

청년 농가의 삶의 질 만족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상승하지만 경력대
별 다소 등락이 있었다. 영농초기(3년 이하)보다는 4~5년차에 만족도가 올
라갔고, 이후 6~9년차에 하락 이후 10년차 이후 다시 상승하였다<그림
4-5>. 영농 종사 이전 삶과 비교했을 때 삶의 질은 영농 초기에 가장 낮다

가, 이후에 꾸준히 상승하였다. 삶의 질 변화가 만족스럽다는 비중이 영농
초기(3년 이하)에는 35.9%였는데, 4~5년차 시기에는 37.4%, 6~9년차에는
38.1%, 10년차 이후에는 42.0%로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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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청년 농가의 영농경력에 따른 삶의 질 만족

주: 삶의질 만족도: 만족한다(만족하는 편, 매우 만족)는 응답자 비율.
삶의질 변화: 좋아졌다(좋아진 편, 매우 좋아짐)는 응답자 비율.
자료: 이 연구의 청년농 설문조사.

3. 성공 정착 관련 변인 분석

청년 농가의 정착 성공의 척도를 농가 소득과 삶의 질 만족으로 보고 그
관련 변인을 분석하였다. 경제적 양적 성공 척도를 농가 소득 정도, 사회적
질적 성공의 척도를 삶의 질 만족도로 본 것이다. 농가 소득 관련 선행연
구(최재혁·고석남 2005; 마상진·정기환 2008; 김제안·채종훈 2009; 마상진·
오내원·김경덕·남기천 2013)와 농업인의 삶의 질 관련 선행연구(박옥임·김
정숙·정영해 2004; 김숙영·손신영 2012; 홍성권 외 2013; 허철무·하규수
2014) 검토를 바탕으로 관련 변인으로 인구학적 특성, 개인 특성, 창농과정

특성, 영농 특성(경력, 영농형태, 농지규모, 경영특성, 소득), 지역 특성 등
을 도출하였다<그림 4-6>. 농가소득 관련 변인 분석은 농가소득 분포가 0
값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 0 이상인 경우는 연속변수의 성질이 있기에 토빗
(tobit)회귀분석17을 실시하였다. 삶의 질 만족 관련 변인 분석은 5점 리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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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척도로 응답한 삶의 질 만족도를 이분형(불만족·보통=0, 만족=1)으로 재
코딩후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4-6> 청년농 성공 정착 관련 변인 분석 모형

주: *농가소득 분석에만 투입된 변인.
**삶의질만족 분석에만 투입된 변인.

청년 농가의 농가소득은 창농 유형, 창농 전 법인경험 여부, 준비자금 규
모, 영농형태별로는 시설농업과 축산, 농지규모, 경영장부기록, 농외소득비
중 등이 관련되어 있었다<표 4-12>. 신규 창농보다는 승계 창농자일수록,
창농 전 법인 경험을 할수록, 창농 준비자금이 많을수록, 현재 시설재배를
하거나 축산을 할수록, 경영장부를 기록할수록, 농지규모가 클수록, 농업소
득보다는 농외소득 비중이 클수록 농가소득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
들 변인 중에서도 농외소득 비중과 농지규모가 가장 설명력이 높았고(Z값

17

Tobit(Formula=농가소득~연령대+성별+세대원수+결혼+농가출신+귀농여부+농수
산대+준비교육기간+법인경험여부+멘토유무+준비자금+영농경력+시설+쌀+과수
+특용+축산+농지+법인참여+장부기록+교육시간+농가소득유형+품목주산지+경
관좋은곳+도시근접한곳(left=0, dist=“gauss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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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상), 그 다음으로 준비자금규모, 경영장부 기장, 축산, 창농 유형, 법인

경험, 시설 등의 순이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창농 전 법인 경험, 경영
장부기록의 농가소득과 높은 관련성이다. 마상진·정기환(2008)도 창농 장
애요인 해소에 있어서 자본, 기술 문제 해결 이전에 사회적 네트워크의 중
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이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청년 창농자들이 법
인체 경험을 통해 농업기술·시설에 대한 양도나 알선을 받거나(25.0%), 공
동 출하(15.6%), 금전적 지원(14.1%), 판매처 소개(9.4%), 독립 창업 이후
지속적 조언(9.4%), 농지 양도나 알선(7.8%) 등의 이득을 보았다고 응답하
였다. 한편 마상진 외(2013)는 후계농의 조수익에 있어 경영규모 다음으로
경영장부기록 요인이 높은 관련성을 가진다고 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경
영장부기록이 농가소득과도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농가가 경
영장부기록을 하게 되면 과학적 영농을 통해 전체 경영에 대한 통제가능성
이 높아져 위기대응력이 증가할 뿐 아니라 농민 스스로가 경영자로서의 자
존감이 높아진다고 한다(마상진 외 2013: 143). 경영장부기록은 농업경영
주의 영농 활동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어 농가소득의 향상으로 이어지는
데, 이 연구에서도 이 부분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12> 청년농 농가소득 관련 변인 분석
관련 변인
절편
개인
특성

창농
과정

연령1)
성별(남=0, 여=1)
세대원수
결혼(미혼=0, 기혼=1)
창농유형(신규=0, 승계=1)
귀농 여부(비귀농=0, 귀농=1)
출신교(기타=0, 농수산대=1)
창농준비교육기간2)
법인 경험(없음=0, 있음=1)
멘토링(없음=0, 있음=1)
준비자금규모3)

계수
-9182.5
536.4
1096.8
313.0
-1560.5
3646.5
-531.7
3575.4
-199.9
3658.8
2646.5
1734.4

S.E.
3981.8
985.4
3260.2
568.4
1760.2
1660.6
1561.3
1867.2
554.7
1703.4
1870.8
504.4

Z
-2.306
.544
.336
.551
-.887
2.196
-.341
1.915
-.360
2.148
1.415
3.438

P
.021
.586
.737
.582
.375
.028
.733
.056
.719
.032
.157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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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관련 변인
영농경력4)
영농
영농
특성

형태

시설농업(비시설=0, 시설=1)
쌀(쌀외=0, 쌀=1)
과수(과수 이외=0, 과수=1)
특용작물(특용 외=0, 특용=1)
축산(축산외=0, 축산=1)

농지규모5)

법인 참여(불참=0, 참여=1)
경영장부(미기장=0, 기장=1)
농업교육시간
농외소득비중(0=농업>농외, 1=농외>농업)
품목주산지
지역
거주지6) 경관좋은곳
특성
도시 근접한 곳
로그(척도)
경영

계수
1058.1
3331.4
-4485.8
-2252.3
-599.4
4580.5
3389.0
442.5
4522.4
1.7
9796.4
-1726.1
-4598.0
-592.6
9.6

S.E.
809.7
1641.1
2349.5
2366.8
2495.4
2027.6
550.3
1569.7
1532.7
2.4
1531.0
1927.1
2972.3
2197.3
.0

Z
1.307
2.030
-1.909
-.952
-.240
2.259
6.159
.282
2.951
.696
6.399
-.896
-1.547
-.270
257.806

P
.191
.042
.056
.341
.810
.024
.000
.778
.003
.486
.000
.370
.122
.787
.000

주: 척도=14,088.5 잔차자유도=405, 로그우도(자유도)=-4188.2 (27), Wald=171.3 (25)
1) 25세 이하=1, 25~30세=2, 30~35세=3, 35세 초과=4
2) 없음=0, 1년 이하=1, 1~2년=2, 2~3년=3, 3년 초과=4
3) 1,000만 원 이하=1, 1,000만~5,000만 원=2, 5,000만~1억 원=3, 1억~2억 원=4, 2억 원 초과=5
4) 3년 이하=1, 4~5년=2, 6~9년=3, 10년 이상=4
5) 1,000평 이하=1, 1,000~3,000평=2, 3,000~6,000평=3, 6,000~1만 평=4, 1만 평 이상=5
6) 더미화 기준(농지 싼 곳=0)
자료: 이 연구의 청년농 설문조사.

청년 농가의 삶의 질 만족은 성별, 세대원 수, 멘토 유무, 거주지 특성,
지역기대 등이 관련되어 있었다<표 4-13>. 여성보다는 남성일수록, 세대원
수가 많을수록, 멘토가 있을수록, 품목 주산지일수록, 지역으로부터의 기대
를 받을수록 삶의 질에 대해 만족하였다. 김숙영 외(2012)는 노인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의 삶의 질이 낮다고 하였는데, 이 연구의 결과는 청년 농업
인의 경우도 여성이 남성보다 삶의 질 만족 비율이 적다는 것을 보여준다.
청년 농가의 삶의 질 만족 관련 변인으로 주목할 부분은 멘토를 가진 경
우, 지역으로부터 기대를 받는 경우에 삶의 질에 만족할 확률이 높다는 것
이다. 허철무·하규수(2014)의 귀농자 만족도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지지
(social support)가 정착 특성(귀농동기, 귀농교육, 자금 확보)과 귀농 만족

도에 영향을 줌에 있어 조절효과를 가진다고 하였다. 즉 개인이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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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결속을 통해 얻는 보살핌, 관심, 의사소통 등 지역사회로부터의 지지
가 많을수록 창농자의 삶의 질 만족이 높아진다는 것인데, 이 연구에서도
청년 농가의 정착과 관련하여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13> 청년농 농가소득 관련 변인 분석
관련 변인
연령1)

B

S.E,

Wals

P

Exp(B)

.007

.146

.003

.960

1.007

1.011

.510

3.927

.048

.364

개인

성별(여=0, 남=1)

특성

세대원 수

.180

.086

4.433

.035

1.197

결혼(미혼=0, 기혼=1)

.139

.264

.275

.600

1.149

창농유형(신규=0, 승계=1)

-.029

.245

.014

.907

.972

귀농 여부(비귀농=0, 귀농=1)

-.277

.233

1.412

.235

.758

창농

창농준비교육기간2)

.088

.078

1.283

.257

1.092

과정

법인 경험(없음=0, 있음=1)

.295

.252

1.372

.241

1.343

멘토 유무(없음=0, 있음=1)

.544

.284

3.671

.050

1.723

준비자금규모3)

.021

.076

.078

.780

1.022

-.119

.122

.954

.329

.888

법인 참여(불참=0, 참여=1)

-.324

.235

1.891

.169

.723

경영장부(미기장=0, 기장=1)

.357

.238

2.250

.134

1.429

농업교육시간

.000

.000

1.852

.174

1.000

영농경력4)
영농

경영

특성

5)

소득

지역
특성

거주지7)

농가소득

.086

.084

1.053

.305

1.090

농외소득비중6)

.201

.237

.718

.397

1.223

품목 주산지

.867

.292

8.828

.003

2.381

경관좋은 곳

.716

.446

2.577

.108

2.045

도시 근접한 곳

.385

.333

1.340

.247

1.470

8)

주민왕래

.125

.078

2.603

.107

1.134

지역기대9)

.507

.102

24.701

.000

1.661

상수
-3.195
.863 13.696
.000
.041
주: -2 log 우도=531.15, Nagelkerke R2=0.248, 분류정확률=69.8%
1) 25세 이하=1, 25~30세=2, 30~35세=3, 35세 초과=4
2) 없음=0, 1년 이하=1, 1~2년=2, 2~3년=3, 3년 초과=4
3) 1,000만 원 이하=1, 1,000만~5,000만 원=2, 5,000만~1억 원=3, 1억~2억 원=4, 2억 원 초과=5
4) 3년 이하=1, 4~5년=2, 6~9년=3, 10년 이상=4
5) 1,000평 이하=1, 1,000~3,000평=2, 3,000~6,000평=3, 6,000~1만 평=4, 1만 평 이상=5
6) 농업>농외=0 농외>농업=1
7) 더미화 기준(농지 싼 곳=0)
8) 거의 왕래 안 함=0, 연 3~4회=1, 월 1회 이상=2, 주 1회 이상=3, 매일=4
9) 전혀 아니다=1, 아닌 편이다=2, 보통=3, 그런 편이다=4, 매우 그렇다=5
자료: 이 연구의 청년농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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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착 장애요인

청년 농업인들의 정착상의 어려움을 청년농 설문조사를 토대로 창농초
기와 현재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청년농들은 창농초기 어려움으로 경영자
금(68.0%), 농지(46.7%), 기본생활비 확보(37.7%)18, 영농기술(32.9%)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다. 신규 창업농과 달리 승계 창업농은 가족의 이해
(28.5%)에 대한 어려움의 비중이 높았다<표 4-14>.
<표 4-14> 청년농 창농초기 어려움
단위: %
창농초기 어려움
경영자금 확보
농지 확보
기본 생활비 확보
영농기술 습득
가족의 이해
멘토 부족
기본 상담창구 찾기
주택 확보

창농
신규
76.1
53.5
39.4
26.5
15.5
18.1
5.8
10.3

승계
64.1
43.3
37.1
35.6
28.5
11.6
8.9
6.5

전체
68.0
46.7
37.7
32.9
24.3
13.6
7.9
7.7

자료: 이 연구의 청년농 설문조사.

창업 이후 현재의 농업경영이나 생활상의 애로사항, 자본·기술·사회적
요인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자금부족(설비투자 52.6%, 운영자금
50.4%), 소득부족(33.2%) 등과 같은 경제적 측면의 어려움과, 힘든 노동
(55.8%), 생활여건 불편(34.2%), 휴가(여유시간) 부족(31.0%) 등의 삶의 질

18

창농 준비 자금 규모를 보면 1,000만 원 이하가 46.3%였음.
농가유형
신규창농
승계창농
전체

1,000만 원
이하
36.9%
50.6%
46.3%

1,000만~
5,000만 원
17.8%
16.5%
16.9%

창농 준비자금
5,000만~
1억 원
13.4%
12.4%
12.7%

1억~2억 원

2억원 이상

10.8%
8.1%
8.9%

21.0%
12.4%
15.1%

합계
100.0%
100.0%
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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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의 어려움을 많이 제기하였다<표 4-15>.19 이에 비해 기술적 측면이나
지역사회 적응, 가족 내 문제 등의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영
농경력대별(3년 이하, 4년 이상) 차이는 크지 않았다.
<표 4-15> 청년농 영농경력대별 애로사항*
단위: %
영농경력

장애요인

자본

기술

사회
/
개인

전체

설비자금부족

3년 이하
49.6

4년 이상
55.2

52.6

경영자금부족

50.4

50.4

50.4

소득부족

29.7

36.2

33.2

농지구하기 어려움

21.1

19.0

20.0

농지 분리

11.6

8.2

9.8

노동력부족

26.7

34.7

31.0

판매부진

16.8

14.2

15.4

계획한대로 경영이 안됨

13.8

12.3

13.0

기술 미숙

14.7

6.7

10.4

경영 역량 미흡

7.3

4.1

5.6

힘든 노동

56.0

55.6

55.8

생활여건 불편

35.8

32.8

34.2

휴가 부족

33.6

28.7

31.0

친구 부족

25.4

18.3

21.6

결혼하기 어려움

20.3

20.1

20.2

가족의 이해와 협력

23.3

18.3

20.6

사생활 간섭

19.0

11.9

15.2

부모와 충돌

12.1

11.9

12.0

마을 인간관계

11.6

10.4

11.0

주: *복수응답결과.
자료: 이 연구의 청년농 설문조사.

19

정책자금 또는 민간자금 대출 등으로 인한 부채규모가 1억 원 이상이 37%였음.
부채 규모
농가유형
신규창농
승계창농
전체

없음
27.2%
40.6%
36.2%

1,000만~
5,000만 원
19.9%
13.7%
15.7%

5,000만~
1억 원
8.8%
12.2%
11.1%

1억~2억 원

2억~3억 원

3억 원 이상

25.7%
16.9%
19.8%

10.3%
7.2%
8.2%

8.1%
9.4%
8.9%

합계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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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농 준비 청년들의 애로사항
이 연구에서 창업농 외에도 농고·농대생과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예비귀농교육을 받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창농 준비
상의 애로사항(복수응답)을 조사하였다. 농업계 학생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영농기반(44.6%)이었고, 기본생활비, 영
농기술, 학비, 판로, 멘토, 군문제, 창업모형, 주거 등이 그 다음이었다. 예비귀농교육생의 경우 농지확보(51.5%)가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고, 경영자금, 기본생활비, 멘토, 영농기술, 지역선택, 주거, 가족이해, 기본상담부족 등이 그 다음
이었다. 예비 창농자들에게도 영농초기 기반마련과 안정된 생활자금이 가장 큰 현안이라 할 수 있다.

애로사항
영농기반
기본생활비
영농기술
학비
판로
멘토
군문제
창업모형
주거

농업계학생
학교급
농고
농대
40.6% 52.1%
37.7% 53.2%
35.4% 34.0%
31.4%
4.3%
17.1% 23.4%
11.4% 10.6%
9.1% 11.7%
8.0%
6.4%
7.4%
3.2%

전체

애로사항

44.6%
43.1%
34.9%
21.9%
19.3%
11.2%
10.0%
7.4%
5.9%

농지확보
경영자금
기본생활비
멘토
영농기술
지역선택
주거
가족이해
기본상담 부족

예비귀농자
연령대
20대
30대
44.8% 56.7%
58.6% 47.8%
37.9% 47.8%
44.8% 37.3%
31.0% 34.3%
34.5% 25.4%
20.7% 20.9%
10.3% 17.9%
0.0%
4.5%

40대
47.2%
44.4%
19.4%
33.3%
38.9%
44.4%
38.9%
11.1%
13.9%

전체
51.5%
49.2%
37.9%
37.9%
34.8%
32.6%
25.8%
14.4%
6.1%

자료: 이 연구의 농고·농대생 설문, 예비귀농자 설문.

청년 농가 중에 얼마나 정착에 실패를 하는지를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
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의 상황에서 농사를 포기하고 싶은 의향, 다른 곳으
로 이주하고 싶은 의향을 조사하고 선행연구 등과의 비교를 통해 그 실태
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청년 농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농사 포기 의향을 조사한 결과 매우
많다는 경우가 10.9%였고, 현재 농촌을 떠나 도시로 가고 싶은 비율이
21%(조금 있음 15.7%, 매우 많음 5.4%), 다른 농촌으로 떠나고 싶은 비율

은 10.7%였다.20 귀농자의 역귀농과 관련한 다양한 선행조사가 있었다. 김
철규 외(2011)는 귀농·귀촌 정착 중인 이들의 도시 재이주 의향 조사 결과
9.6%라 하였고, 전북 귀촌귀촌지원센터(2016)의 도시로 돌아간 귀농·귀촌

20

거주지를 옮긴 경험이 있는 농가는 10.7%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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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조사에 의하면 8.3%, 마상진 외(2016)의 귀농·귀촌인의 역귀농·귀촌
의향 조사 결과는 8.6%, 농림축산식품부(2016e)가 조사한 귀농후 정착률은
92%, 타 지역이주율은 8%(도시지역 이주 1.2%, 타 농촌 6.8%)라고 보고

하였다. 윤순덕 외(2017)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촌진흥청의 귀농‧귀촌패
널을 대상으로 역귀농·귀촌비율을 분석(미응답자에 대한 추적조사)한 결과
도시로의 회귀(6.9%), 다른 농촌으로의 2차 귀농자(4.3%) 등 원래 귀농·귀
촌한 지역을 떠난 비율은 11.2%라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와 이 연
구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대체로 10% 내외의 창업농들이 정착에 실
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에서 타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청년 농가에 대하여 그 이유를 조
사한 결과, 도시로 떠나려는 이유는 생활불편(43.8%), 자녀교육(42.9%) 요
인이 많았다. 타 농촌으로 떠나려는 이유는 더 나은 영농여건(농업경영환
경 불편 30.4%)이 많았다<그림 4-7>. 두 경우 모두 마을 주민과의 불화와
같은 사회적 요인 때문에 떠나는 경우는 매우 적었다. 젊은 층의 경우 주
민과의 갈등, 문화적 여건 부족 등으로 도시로 돌아가는 노년층과 달리(마
상진 외 2016), 어떻게든 다른 농촌에서라도 기회를 찾으려는 경향이 많은
경향이 있다(윤순덕 외 2017).
<그림 4-7> 청년농이 타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이유

자료: 이 연구의 청년농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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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착 사례

청년 창업농 정착 사례를 경영기반 승계 여부(신규 창농, 승계 창농) 및
농업계 학교 졸업 여부에 따라 나누어 영농시작 계기, 기술, 영농기반 마
련, 네트워크 개척 등의 과정을 조사하였다<그림 4-8>.
<그림 4-8> 청년 창업농 정착 사례 분류

□ 사례 A: 강○○(비농업계학교 출신 → 신규 창업)
(농사 시작 계기) 강씨는 원래 전기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었으나, 25살

에 농사에 입문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부모님들도 반대가 많았지만 원래
가업인 떡집 외의 경제활동으로 농사만한 게 없다고 생각했다. 특히 콩 농
사는 5~6개월만 열심히 일하면 되고 이걸로 가족들이 메주도 쓰고 된장도
담글 수 있어서 농사에 대한 결심이 굳어졌다.
(기술 교육) 27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장류 교육을 6개월 받

고, 일본 연수도 다녀왔다. 도농업기술원, 평생교육원, 임업진흥원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모두 찾아다니고, 약초와 식품 관련 자격증도 여러 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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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했다.
(영농기반 및 인적 네트워크) 자기 소유의 땅은 없었고 집에 있는 텃밭

이 전부였다. 처음에 텃밭에서 농사를 짓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마을 사
람들이 임대를 해줘서 군산시의 20여 군데서 농사를 짓게 되었다. 6년 넘
게 농사를 지으며, 단기소득 작물(콩, 와송, 어성초 등)과 중장기 소득 작물
(매실, 감, 산양삼, 꾸지뽕 등)을 같이 해야 수익이 좋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은 돈으로 2년 전에 땅 1,600평을 구입했다.
(판로) 협동조합에 가입했는데, 노지에서 재배한 와송을 받아서 판매해

주었다. 그리고 취농 이후 5년쯤부터 공동 농장을 꾸렸다. 약용 식물을 공
부하는 동료 7명이 함께 농장을 운영하고, 비용 부담을 줄여, 지인들에게
판매가 쉬워지는 장점이 있었다. 다만 지역이 제각각이라 각 지역별로 1~2
명이 농사를 지었다. 그래도 같이 땅을 임대하고, 일을 하는 것은 도움이
많이 되었다.
(애로사항 및 극복방법) 특유의 성실함으로 소문이 나자 마을 분들이 먼

저 와서 농지를 임대를 해주었고, 이것이 정착의 밑바탕이 되었다. 기술적
애로사항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해결했고, 필요한 경우 해외연수도 갔
다. 그리고 판로 개척의 어려움은 동료들과 만든 공동농장을 통해서 해결
했다.
(기타) 농사 일 외에도 소득을 올리고 농사를 지속적으로 짓기 위해 다

른 경제활동을 꾸준히 했다. 약초로 비누, 화장품, 환, 가루 등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체험학습장을 열기도 하고, 이것을 공짜로 나눠주면서 인적
네트워크를 쌓기도 했다. 여기서 알게 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강연 요청
도 하고, 인터뷰도 많이 해서 농외 수익을 많아졌다.

□ 사례 B: 김○○(비농업계학교 출신 → 승계 창업)
(농사 시작 계기) 김씨는 귀농 전 이스라엘, 이집트 등에 해외 관련 업무

를 하다가 5년 전(32세) 귀농하였다. 아버지의 병환이 악화되어 4대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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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오는 가업인 인삼농사를 지어야겠다고 결심하였다.
(기술 교육) 4년 전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교육과정을 이수했다. 3년 전

인삼 마이스터 대학에 입학하였고, 도농민교육원의 인삼 및 마케팅 교육도
수료하였다. 청년농 조직(영파머스클럽)에 가입하여 젊은 농업인들 간 인적
네크워크를 쌓고, 현재는 한국벤처농업대학에 재학 중이다.
(판로 및 자금 마련) 인적네트워크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해 판매를 하기

도 했다. 2013년 진생베리(인삼열매)에 관한 아이템을 발견해 인터넷 블로
그에 글을 작성하고 난 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었고 그 후 주문이
많이 늘어났다. 최근 크라우드 펀딩도 성공했다.
(애로사항 및 극복방법) 2013년에는 인삼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가공

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하였으나, 부모님은 인삼 생산만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고 노동력이 오히려 분산된다고 하여 내부적 갈등을 겪었다. 그
러나 홍삼 및 진생베리 가공 연구 등을 1년 반 동안 하여 부가가치를 3배
이상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자신의 열정을 굳게 믿는 가운데 실험에 성
공하였고, 부가가치와 수익을 높일 수 있었다.
(기타) 현재 6차 산업 강사도 하고 있고, 청년 농부들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활동 및 지역 농업 발전에 힘쓰고 있다.

□ 사례 C: 강○○(농업계 학교 출신 → 승계 창업)
(농사 시작 계기) 강씨의 부모님이 IMF 때 귀농을 하셨다. 부모님의 경

우 계획성 있게 농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서 귀농 이후 5억 원 가까이 빚
을 지기도 했다. 이러한 가정 형편으로 강씨 본인은 국비 지원이 되는 한
국농수산대에 진학하였다. 졸업 후 농업 공무원을 준비하였으나 부모님께
서 고구마 농사를 권했고 본인 전공도 살려보자 하여 2013년 농장 대표가
된 뒤 본격적으로 농사를 지었다.
(기술 교육)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졸업했고, 부모님이 15년 넘게 시행착

오를 겪으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경영을 하면서 전수했다. 현재는 대학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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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창업경영에 관한 학위 과정을 수료 중이다.
(판로 개척) 대학 시절 고구마 연구소를 통해 알게된 신품종(꿀고구마)을

재배하였다. 본인 이름을 딴 고구마 브랜드명을 만들고, 캐리커처가 박힌
상자도 제작했다. 그리고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개설하였다. 처음 1년은 판
로를 개척하지 못해서 중간 상인에게 헐값에 팔아 넘겨야 했다. 이후 직접
경매장에 가서 출하를 하여 좀 더 높은 가격에 고구마를 팔 수 있었고, 이
후 방송에 출연한 뒤로 매스컴의 관심이 쏠리고 주문도 늘어나 안정적인
판로가 개척되었다. 현재는 동남아 5개국에 수출도 하고 있다.
(애로사항 및 극복방법) 농업기술센터 및 지역 관공서의 청년 창업자에

대한 무시와 판로개척이 가장 어려웠다.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를 활용하여 고객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하여 홍보 효과를 얻었다. 자신만
의 농산물 마케팅 즉, 스토리텔링 방법을 적극 활용한 것이 도움이 되었다.
언론을 통해 유명해지자 농업기술센터나 지역 관공서의 문턱도 낮아졌다.
(기타) 지역의 청년 영농인 모임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 고객과의 관

계, 상품 배송 방법도 이 모임을 통해 알게 되었다.

□ 사례 D: 오○○(농업계 학교 출신 → 신규 창업)
(농사 시작 계기) 오씨는 농고를 졸업한 후 농대 원예학과에 진학하였으

나 농업에 큰 흥미를 느끼지는 못하였다. 돈이라도 벌 겸 농가 실습을 하
면 어떻겠느냐는 담당 교수의 제안에 농대생 대상 영농정착교육과정을 참
여했다. 차비 정도의 지원비를 받고 구근류 화훼를 재배하는 칠곡 소재 햇
빛농원으로 가게 되었고, 멘토를 만나서 화훼 농업인으로서의 미래를 꿈꾸
게 되었다. 영농정착과정 1년을 끝낸 후에도 자발적으로 햇빛농원을 찾아
가 교육을 받았고, 학교에서 배운 7년간의 경험을 살려 농사에 도전하였다.
(기술 교육 및 영농 기반) 대학 졸업을 하자마자 농촌에 방을 얻어 멘토

의 비닐하우스 500평에서 대국 농사를 지었다. 화훼 육묘부터 구근 관리,
지력 유지, 화훼 관리 등 꽃 농사를 체계적으로 배웠다. 반년 뒤 멘토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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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마을에 빈 하우스를 찾아 400평, 2동을 임대해 줬다. 가을에는 소국을,
겨울에는 튤립을 재배하였다. 매출 중 순수익은 50%이지만 900평을 3기작
이상 재배하면 그럭저럭 벌면서 여유롭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
었다.
(애로사항 및 극복방법) 농사를 처음 짓다 보니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하

는지 몰라 어려웠는데, 좋은 멘토를 만나서 기반을 잡을 수 있었다. 이론
및 실습 교육뿐만 아니라, 땅을 임대하고, 판로를 개척하고, 판매 수익을
관리하는 모든 절차에서 조언을 받을 수 있었고 그 결과 안정적인 홀로서
기를 할 수 있었다.
(기타) 4년 만에 홀로서기를 하게 되었다. 땅 임대, 판로 등도 멘토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앞으로는 후배 청년 화훼농업인을 키워내는 데 일
조하는 것이 꿈이다.

6. 소결

청년 농가는 일반농과 영농 품목, 농외활동 참여 정도에 차이가 있었는
데 주로 환금성이 강한 품목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외활동 참여가 더 활발
하였다. 영농규모 및 판매액, 농가소득은 일반 농가보다 많았다. 창농 유형
에 따라 신규 창업농은 승계 창업농보다 환금성이 강한 품목에 종사하였
고, 영농규모와 농가소득은 적었다. 청년 농가는 영농경력에 따라 대략
3~5년차를 전후하여 일반 농가 수준의 영농규모를 갖추고 조수익과 농가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신규 창업농 중에 절반 정도는 영농 경력 2년차까
지 1,0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청년농의 성공 정착 관련 변인을 농가 소득과 삶의 질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여러 변인이 관련이 되어 있었지만 농가소득과는 영농규모 외에 특
히 창농 전 법인 경험, 경영장부기록 여부와의 관련성이 높았고, 삶의 질
만족은 창농 과정에서의 멘토링 경험, 그리고 지역으로부터 기대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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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요인이 관련성이 높았다.
청년 창업농 중에 10% 내외가 정착을 못하고 이주를 고민하고 있었다.
특히 신규 창농자의 경우 영농경력 1~2년 기간에 절반 정도가 1,000만 원
이하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청년농은 주민갈등, 생활여건 불편 등
의 이유로 도시로 다시 돌아가는 고령 신규 취농자와 다르게, 실패하더라
도 어떻게든 다른 농촌에서라도 농업을 통해 다시 기회를 찾아보려는 경우
가 많았다. 이들이 도시로 재이주를 희망하는 경우는 주로 자녀교육, 생활
불편 등이 주원인이었다.
청년농들은 창농초기 어려움으로 경영자금, 농지, 기본생활비 확보, 영농
기술 순으로 어려움을 제기하였고, 여전히 자금부족(설비투자, 운영자금),
소득부족 등과 같은 경제적 측면의 어려움과 힘든 노동, 생활여건 불편, 휴
가(여유시간) 부족 등의 삶의 질 측면의 어려움을 제기하였다. 경영·기술,
지역사회 적응이나 가족 문제 등의 어려움은 적은 편이었다.
청년농 성공 정착자들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
술교육을 받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차별되
는 품종 개발, 가공, 판로 개척에 힘쓰고 있었다. 승계농이 아닌 경우 영농
초기 기반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멘토를 통한 네트워크를 통해 임대
형태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 밖에 승계 창업농은 부모님과의 갈등,
신규 창업농은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 창농 지원조직과의 관계 형성에 어
려움을 제기하였다. 청년농들은 자신의 농업 성공뿐 아니라 지역 농업 발
전 기여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관여하거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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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청년 창업농 육성체계를 창업농 육성정책, 창업농 지원 사
업, 그리고 창업생태계에서 강조하는 창업농 지원주체 간 네트워킹의 관점
에서 살펴보았다. 창업농 육성 정책으로 농업계학교 육성정책, 후계농업경
영인 육성정책, 귀농지원정책 등의 정책적 흐름과 성과 그리고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창업농 지원사업은 자본·기술·사회적 요인으로 나눠, 창농 지
원주체 간 네트워킹은 창농 지원 관련 주요 주체의 역할과 거버넌스의 관
점에서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1. 창업농 육성정책

농업계 학교 육성정책(한국농수산대학 포함),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정책,
귀농·귀촌 지원 정책 간 위상을 농업인 육성단계에 따라 정리하면 <그림
5-1>과 같다. 산업인력정책으로 농정당국에 의해 중견 농업인력 육성이란

관점에서 농업계 학교 육성정책이 처음 시작된 것은 1970년대로 가장 이
르고, 그 다음이 1980년대 시작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정책, 그리고 1990
년대 중반 한국농수산대학 설립·운영, 2000년대 말의 귀농·귀촌 지원정책
의 순으로 추진되었다. 이 절에서는 이들 정책의 그동안의 추진 경과와 성
과 그리고 한계와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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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청년 농업인 육성정책 간 관계

1.1. 농업계 학교 육성정책
농업계 학교, 즉 농고와 농대는 농업 관련 중견 직업인을 양성하는 직업
교육기관으로 설립되었다. 하지만 교육당국이 설정한 설립 목적 이외에 농
정당국의 관련 사업과 구체적인 연결 없이 1960년대까지 흘러오다가,
1970년대에 이르러서야 관련 정책 투입이 시작되었다. 그 시발점은 1972

년 시행된 산학협동시범농고이다. 1978년에는 농업고등학교 실험･실습 지
원사업, 1980년에는 자영농고 육성사업, 1983년에는 우수농업고등학생 영
농정착 특별지원사업으로 이어졌다(마상진 2016: 8-9).
1990년대 들어 신농정 5개년(1993년) 계획하의 농고와 더불어 농대 육

성정책이 시작되었다. 농과계 고등학교를 후계인력육성의 중심학교로 육성
하고, 특히 자영농고 지원을 강화하고, 국립농과대학을 기능별특성화대학
으로 지원한다. 한편 1990년대 들어 농업계 학교들의 탈농 기조 가속화,
기존의 농업계 학교로는 신규 농업인 육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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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부터 한국농업전문학교 설립이 추진되었다.21 그리고 1997년 3월 농

촌진흥청 산하기관으로 현장 중심의 지식･기술･경영 능력과 국제적인 안
목을 갖춘 농업 및 농촌 발전을 선도할 청년 농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6개
과(식량작물, 특용작물, 채소, 과수, 화훼, 축산)의 총 정원 720명으로 개교
한다. 전문대학 졸업학력을 인정하였으며, 입학금, 수업료 면제 및 교육비
전액을 국고 지원하였고, 병영미필자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되었다(마상진
외 2011: 32). 2007년에 한국농업대학, 2009년 한국농수산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09년 한국농수산대학이 되면서 소속이 농촌진흥청 산하에
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되었으며, 수산관련과(수산양식)가 개설되었다.
2013년에는 기존 6개과와 수산양식과 외에 산림조경과 말산업과가 설치되

었다. 최근에는 학교 정원이 전격적으로 이뤄져 2017년과 2018년 매년 80
명씩 늘어, 2018학년 입학정원이 550명으로 늘어난다.
한국농수산대 설립 이후 별다른 농고, 농대에 대한 정책이 뚜렷이 추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칠레 FTA 추진에 따른 농업인력 분야 대응대책인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이 2004년부터 추진되었고(농림부 2004), 그 일
환으로 2006년부터 농고 현장체험교육, 농대 영농정착교육과정이 운영되
었다. 이후 박근혜 정부 들어 2016년부터 농고 3개교(창조농업선도고교),
농대 5개교(영농창업특성화 사업)를 영농 창업에 초점을 두어 집중 육성하
는 정책을 시작하였다.22

21

22

이 시기에 선도개척농사업(1994~1998년)이 실시되기도 한다. 농과대학이나 농
업계대학원 졸업자로서 귀농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1인당 1억 원의 자금을 제
공(35세 미만 전문대 이상 졸업자 대상)하였음(마상진 외 2011: 2).
창조농업선도고교(문재인 정부 들어 미래농업선도고교로 바뀜)의 경우 지원대
상 및 규모는 전국 농업계 고교 3개에 개교지원금 20억 원, 2017년 이후로는
운영비를 매년 지원. 지원 분야는 원예·축산이고, 학생 선발은 전국단위이며
학생 영농의지 중심으로, 학급당 20명 내외를 선발. 농대 영농창업특성화사업
은 전국 농업계 대학 5개에 학교당 운영비 2억 원, 2017년 이후로 운영비를 매
년 지원. 지원 분야는 원예·축산이고 지원단위는 자율·사업단임. 학생 선발은 1학년
학생 수 20~30명을 학생 영농의지 중심으로 선발. 실습학기제, 방학기간 해외전문기
관 연수(우수학생), 현장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농림축산식품부 201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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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농업계 학교 육성정책의 변천

고등학교 수준의 농업계 학교는 2015년 현재 63개가 있다(한국농업교육
협회 2015). 이들 학교에는 농업과, 원예과, 축산경영과, 자영과, 산림과학
과 등 214개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2만 456명이 재학하고 있다. 매
년 7,500여 명(2015년 기준 7,599명)의 졸업생이 배출되고, 이들 중 100여
명 내외(2015년 기준 104명), 전체 대비 1.4%만이 영농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마상진 외 2016: 82)<표 5-1>.
<표 5-1> 농업계 졸업생 취업 현황(2015)
단위: 명(%)
구분

졸업생

농고

7,559

농대

6,195

진학자

취업자
영농·창업

동일계열

기타 분야

소계

2,666

104

1,324

1,495

2,807

(35.3)

(1.4)

(18.9)

(19.8)

(37.1)

765

467

1,471

1,147

3,085

(12.2)

(7.5)

(23.7)

(18.5)

(49.8)

자료: 한국농업교육협회(2015);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2015); 마상진 외(2016: 8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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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수준의 농업 인력 육성은 4년제 국립 및 사립대학 그리고 한국농수
산대학,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천안연암대학 등 전문대학에서 이뤄진다.
2015년 현재 30개 대학에 농업 관련 학과가 있고 여기에 2만 9,228명이 재

학 중이다. 연간 6,000여 명(2015년 기준 6,195명)의 졸업생이 배출되며,
이 중 영농 분야 진출자는 500여 명(2015년 기준 467명, 전체의 7.5%)이었
다. 한국농수산대학은 2000년 첫 졸업생 배출 이래 농업관련과를 통해서
3,663명이 졸업, 이 중 85.3%가 영농에 종사하였다<표 5-2>.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을 제외하면 타 대학을 통해 100명 남짓의 영농 진출 인력을 배출하
고 있는 실정이다(마상진 외 2016: 70).
<표 5-2>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영농 종사 현황
단위: 명
의무영농대상

졸업
학과

생수
(A)

소계

종사

유예

(B)

(C)

의무영농대상 외
이행기간종료
기타

소계

영농
(D)

학비

면제

비영농

상환

(E)

영농 종사율
(%)

식작

506

264

251

11

2

242

172

35

26

9

87.0

특작

654

331

287

34

10

323

207

53

59

4

80.2

채소

501

258

238

16

4

243

180

20

35

8

87.6

과수

516

260

234

21

5

256

187

26

39

4

85.7

화훼

590

269

246

15

8

321

204

47

64

6

79.1

축산

866

530

510

15

5

336

255

47

29

5

90.4

합계

3,633

1,912

1,766

112

34

1,721

1,205

228

252

36

85.3

주: *영농종사율: [(B+D)/(A-C-E)]×100
자료: 한국농수산대학(2017).

농고, 농대생들의 영농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부진한 데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실제 농업계 학생 진로 의향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들의 영농 분야 진로 의향은 낮지 않은 수준이다(농
고생 27.4%, 농대생의 34.1%가 영농 분야 진출 의향)(마상진·김종인·김경
덕 2015: 72)<표 5-3>. 하지만 농업계 학교 교육의 교육 내용, 방법, 취업
지도, 강사 구성 등 제반 사항이 영농 현장과 연계성이 매우 취약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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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마상진 외 2015: 41). 다수의 농고·농대가 제대로 된 영농 창업 준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이다.
<표 5-3> 농업계 학생의 졸업 후 진로 의향
단위: 명(%)
농업으로 진로의향
의향 없음

학교급
농고생

농대생

999(60.8)

338(28.0)

부모님 영농 승계

127(7.7)

117(9.7)

영농 창업

101(6.1)

72(6.0)

6차 산업(가공·유통·체험 등) 창업

106(6.4)

97(8.0)

의향

6차 산업 관련 법인체 취업

119(7.2)

126(10.4)

있음

농업·6차 산업 교육·컨설팅

40(2.4)

55(4.6)

농업

농업 유관 공공기관 취업

117(7.1)

370(30.6)

유관

농업 민간기업 취업

56(3.4)

52(4.3)

농업유관 연구·교육자

36(2.2)

56(4.6)

1,644(100)

1,208(100)

영농

합
자료: 마상진 외(2015: 72).

기존 교육당국이 정해 놓은 교육과정의 제한된 틀 내에서 산업현장에 맞
는 직업교육이 힘들다는 지적은 한두 해 걸쳐 나온 것이 아니다. 농정당국
도 1970년대 이후 농업계 학교의 영농인력 양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
양한 시도를 해보았지만, 지금까지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고, 이에 최근에
는 소수의 학교(농고 3개교, 농대 5개교)만을 집중해서 육성하는 전략을 추
진하여 기존 농고·농대 체제하에서도 한국농수산대학과 같은 농업인력육
성 효과를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국농수산대학의 경우 전체 졸업생 중 영농종사자 비율이 85.3%로 정
예 후계 농어업인력 양성이라는 성과목표를 충실히 달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질적으로도 졸업생 농가소득이 9,000만 원을 넘어서 도시근로자
가구의 연평균 소득보다 1.5배, 일반농가 평균소득 대비 2.5배 이상 나타나
고 있었다(임소영 외 2016: 130). 하지만 이 연구에서 한국농수산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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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농가 소득은 경영형태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였다<표
5-4>.23 2016년 기준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연평균 농가소득은 평균
9,028만 원이었다. 하지만 경영형태별로 차이가 컸는데, 부모협동 경영농

가의 연소득이 9,366만 원, 승계농가는 1억 4,209만 원이지만, 신규 창업농
가는 4,135만 원으로 앞선 두 경영형태의 50% 이하 수준이었다. 특히 신규
창업농가의 경우 영농경력 3년차까지는 농지규모나 소득 면에서 고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규모도 전체적으로는 4.2ha였지만 경영형태에 따라
차이가 컸다(부모협동 5.2ha, 승계 3.8ha, 창업 2.1ha). 한국농수산대학의
교육 성과로 가장 많이 홍보되고 있는 졸업생 농가의 높은 소득 수준24은
실제 순수 창업농(신규 창업농)의 현실과는 차이가 있다.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들의 성과의 상당 부분은 경영기반 승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규 창업농의 경영기반 마련을 위한 추가 대책과 영농 초기 농가경
제 안정화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5-4>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영농규모와 농가소득
경영유형
영농
규모
(m2)

영농경력

합계

1년 미만

1~2년

2~3년

3~4년

4~5년

5년 이상

부모협동

40,068.2

53,008.7

82,942.5

48,296.8

52,469.5

44,022.2

52,368.7

승계

40,263.8

43,188.6

19,770.8

24,101.9

39,666.8

48,648.3

38,128.9

창업

18,233.6

17,362.3

13,196.1

31,931.1

16,407.8

25,226.1

20,555.9

합계

34,954.3

41,604.9

56,825.6

39,790.8

41,435.3

40,741.9

42,089.0

부모협동

10,049.1

7,984.1

9,015.3

8,672.8

9,319.4

10,291.1

9,365.8

소득

승계

13,706.0

12,290.5

12,276.2

18,535.0

11,779.5

17,672.5

14,209.3

(만 원)

창업

2,650.7

4,450.4

3,571.6

5,741.2

1,966.0

6,059.7

4,135.0

합계

9,098.1

8,078.6

8,441.0

9,364.7

7,948.3

10,593.5

9,027.9

자료: 한국농수산대학(2017).

23

24

한농대 졸업생 1,481명 중 경영형태 기타 유형 20사례 제외한 1,461농가 분석
결과.
농림축산식품부(2017. 3. 9.) 보도자료. “한농대 졸업생가구, 2015년 평균 9천만
원 소득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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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농현상 가속화로 인
해 영농후계자 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시작되었다. 1981년부터 시
작하여 당초 법정리당 1명 이상의 후계자 확보를 목표로 추진되다가, 1980년
대 말부터 선발인원을 감축하지만, 1990년대 들어 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
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산되자 농어촌구조개선대책(1992-2001 42조 대
책)이 시행되면서 연간 1만 명씩 선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후계인력의 조기
확보를 위해 예비후계자제도가 도입되고, 1994년 10월 ｢병역법｣ 개정으로 병
역특례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에 농어민후계자가 포함되었다. 이후 1999년 ｢농
업·농촌기본법｣ 제정 시 예비후계자 제도가 폐지되고, 농업인후계자가 후계농
업인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마상진 외 2010: 6-7)
2000년대 들어 후계농업인을 신규후계농업인(40세 미만)과 취농창업후

계농업인(35세 미만)으로 이원화하고(2001년), 2004년에는 후계농업인의
정식 명칭이 후계농업경영인으로 변경되고, 신규후계농의 연령제한은 45세
로 높아졌다. 2005년에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확대와 성공적인 정착을 위
한 보완 대책으로 창업농후견인제(후견인에 월 50만 원 지도지원비 지급),
농업인턴제(인턴에게 월 60만 원 지급)가 도입되었다. 2006년에는 후계농
업인 중에 선별해서 추가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우수후계농업인 추가지원
사업’이 시행되었다. 2007년도 창업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선교육 후지
원’ 정책이 시행되어 교육이수자에 한해 지원금 융자가 이뤄지고, 영농정
착지원자금의 효과적 투자 및 자금 활용도 제고를 위해 3년 분산지원방식
이 도입되었다. 이후 사업의 법적 근거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
본법｣으로 변경되고(2009년), 기존 신규후계농과 취농창업후계농으로 이원
화되었던 것을 ‘창업농업경영인’으로 일원화하고 45세 이하로 연령제한을
통일하고 영농경력 제한을 삭제하며, 사업 명칭도 ‘후계농업경영인육성제
도’에서 ‘창업농업경영인육성제도’라 바꾸었다. 2010년 근거법령이 ｢농어
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환되고 연령제한도 18세 이상(하
한 설정) 45세 미만으로 변경, 영농경력을 다시 한정하며(10년 미경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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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 상환기간이 15년(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에서 10년(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으로 변경되었다(마상진 외 2010: 7-8). 2013년부터 농촌 현장의
영농인력 부족과 후계농업경영인의 인적자원 고갈이라는 농업 현실을 감
안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기준을 기존 45세 미만에서 50세 미만으로
확대하였다(농림수산식품부 2013).
<그림 5-3>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정책의 변천

지금까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통해 14만 명이 넘는 인원이 지원
을 받았고, 이들 중 80%(11.7만 명)가 농촌에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다<표 5-5>. 이들 대다수가 60대 이하인데, 전체 농가 중 60대 이하가
68만 명(통계청 2015)인 점을 고려해 보면 약 17%에 해당하는, 양적으로

놀라운 수치이다. 농촌 마을(행정리)(2015년 현재 36,839개)당 대략 3명이
육성되어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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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현황
단위: 명, %
연 도

선정인원

취소인원

영농정착률

1981~1990

39,012

11,231

71.2

기간

1991~2000

69,196

10,704

84.5

평균

2001~2010

17,863

2,211

87.6

2011~2015

8,660

187

97.8

140,289

28,556

79.6

전체

주: 영농정착률=(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인원-취소인원)/선정인원x1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6b).

마상진 외(2010: 104)의 평가결과에 의하면 후계농 사업은 개인 농가의
영농규모화와 농업소득 증가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 확대 등에 긍정적 영향
을 미쳤고, 고령화된 농가 연령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다. 임소영 외
(2016: 193) 역시 후계농 사업을 통해 사업 수혜자의 경영품목의 생산성이

증가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한 예로 채소 재배농가의 경우 약 323만 원의
조수입을 추가로 거두는 것으로 분석함).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후계농 육성사업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
었다. 마상진 외(2010: 105-107)는 시중 금리 인하로 인해 후계농 선정의
이점(유인력)이 점차 적어지고 있고, 지역별 지원금액 배정의 경직성, 사업
대상자 선정·금융대출·관리 주체의 삼원화, 후계농 사업 계획 및 자금 관
리에 대한 전문성 부족, 후계농의 전문성 계발 기회 제한 등의 문제를 제
기하였다. 그는 더불어 지역 주민들의 후계농들에 대한 박한 평가를 다음
과 같이 강조하였다.
“후계자 스스로가 지역 농업·농촌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다

른 농업인들은 그들의 지역 발전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지 않았다. 실제
로 사회 참여활동과 관련하여서도 일반 농업인에 비해 후계농업인은 마을개
발 사업에 참여가 적었다. 지금까지 후계농에 대한 교육, 컨설팅 등 사후관
리체계에 있어 농업·농촌의 발전과 관련한 후계자들의 공적인 역할에 대한
강조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마상진 외 2010: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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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후계농 자신의 농장뿐만 아니라, 다른 농업인의 발전도 선도하
고, 나아가 농촌의 사회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앞장설 수 있는 공공적 성
격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한편 임소영 외(2016: 193)는 독자적으로 영농소득이 발생하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기에 안정적인 농업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후계농 융자금에
대한 거치 및 상환기간을 좀 더 연장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농지가격
및 시설투자금의 현실 물가를 반영하도록 대출금 지원한도를 상향조정하
고, 후계농 선정 이후 형식적인 교육보다는 정착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교
육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1.3. 귀농 지원사업
귀농에 대한 지원사업은 1990년대 후반 IMF사태로 인한 외환위기 영향
으로 생계형 귀농·귀촌자가 급격히 증가하자, 직업 알선을 위한 전업대책
성격으로 영농 정보제공, 영농기술교육, 귀농정착지원 등을 추진하면서 시
작되었다(강동원 2015: 15). 당시 노동부 ‘귀농희망자영농훈련사업’과 연계
하여 시행하였으며 귀농 희망자에 대해 농촌진흥청, 농협, 전국귀농운동본
부,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등에서 교육기관 특성에 따라 다양한 기초 영농
기술교육을 실시하였다. 귀농 후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정보센터 등에서 전
문경영기술교육 실시하고, 귀농정착자금 등을 지원하였다. 귀농정착자금
융자는 호당 2,000만 원이고(연리 5%, 2년 거치 3년 상환), 1998년부터
2000년에 걸쳐 총 4,598호에 800억 원이 지원되었다(마상진 2016: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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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귀농·귀촌 지원정책의 변천

이후 귀농인 교육은 농촌진흥청 및 산하기관에서 농업정보활용법, 농가
경영설계 및 진단 등 품목별 전문기술교육을 위한 ‘귀농인 영농교육’을 통
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에서 2001년 신규후
계농업인과 취농창업후계농업인으로 이원화하면서 농업을 희망하는 농촌
외부인력 유입을 도모하였다(마상진 외 2011: 39).
하지만 귀농·귀촌에 대한 본격적인 정부차원의 체계적 정책 사업 추진은
2009년 ‘귀농·귀촌 종합대책’이 수립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귀농·귀

촌 종합대책’은 경제침체 등으로 농촌정착 의향이 높은 계층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도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농촌에 새로운 인력
영입을 통한 농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농림수
산식품부 2009). 이를 통해 귀농자 영농정착자금은 지원(1,500억 원, 연리
3%), ‘귀농·귀촌 종합센터’ 설치, 온·오프라인 귀농교육, 농가 방문을 통한

실습체험 참가비 지원(1인당 참가비 15만 원 기준 80% 지원), 대학에서의
실습전문 합숙교육과정(2개월), ‘농업인턴제’(선도농가 농장에서 월급을 받으
며 현장실습 1인당 월 120만원(국비 50%, 지방비 30%, 농가 20%,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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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등이 실시된다. 2012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귀농어업인
의 육성 규정이 삽입(제29조의 2)되고, 귀농·귀촌 양적 확대를 정책 목표(귀농
2만 호 달성)로 설정하며, 6개 분야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농림축산식품부
2016a)<표 5-6>.
<표 5-6> 2012년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
과제
1. 정보전달 시스템 개선(One-Stop 서비스)
2. 맞춤형 귀농‧귀촌 교육 확대

세부과제
o ‘귀농‧귀촌 종합센터’ 확대‧재편
o 단계별(관심, 이주 등), 직업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및
온라인 강의 추진
o 선도농가 실습 지원 사업 도입

3. 농어촌 정착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 확대

o 영농‧창업 및 주택마련 정책자금 융자 지원
o 농어촌주택 및 농지 구입에 따른 세제 감면

4. 지자체 도시민 유치 활성화
5. 사회적 붐 조성
6. 법적 지원근거 등 제도 마련

o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 확대
o 수도권 중심지에 ‘귀농‧귀촌 종합상담센터’ 설치
o 귀농‧귀촌 박람회(페스티벌) 개최
o 지자체의 귀농귀촌 활성화 제도 및 행정조직 정비
o 귀농‧귀촌 관련 통계 정비 및 보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6a).

2015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2016년 귀농·

귀촌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5년간(2017~2021년) 청년(2030세대) 귀농 창업 1만
가구 육성을 목표로 한다. 귀농 5년차 가구 소득을 농가 평균 소득의 70%
→ 90%까지 향상하고,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간 상생협력으로 농촌 활력

을 증대시키는 것에 중점을 둔다. 신규 창농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현
장 밀착형 기술·경영 교육을 통해 창농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교육시스템이
도입된다. 지역 선도농가, 농업마이스터, 신지식인, 우수법인 등 현장 실습 교
육이 가능한 곳을 ‘청년 창농 교육농장’으로 지정·운영하고, 졸업 후 바로 창
농이 가능하도록 귀농 예정지역 교육농장에서 1~2년간 머물면서 전문 영농기
술, 유통·가공, 지역민과의 교류 등 종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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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정책의 실시와 도시 고용 여건의 악화와 베이비부머의 은퇴에
따른 역도시화라는 시대적 흐름이 맞물려 최근 5년 동안 해마다 1만 가구
넘게 귀농했다(2015년에 귀농 1만 1,959가구). 과거 IMF 구제금융 사태 직
후인 1998년에 귀농 인구가 일시적으로 급증한 후 다시 소강 상태를 보이
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급증하기 시작해 2011년부터는 1만 가
구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김정섭 외 2016: 20)<그림 5-5>.
<그림 5-5> 귀농 가구 수 추이(1990~2015년)

자료: 김정섭 외(2016: 21).

2009년,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귀농·귀촌 종합대책이 추진되었지만 도

시의 경기침체와 실업률 증가에 대한 ‘사후적 대응책’으로서 제안된 측면
이 강했다. 신규 농촌 유입자들의 안착보다는 홍보와 기본 상담과 초보적
준비 교육에만 치중해 양적인 귀농·귀촌 인구를 늘리기에 치중했다는 지적
이다(김정섭 외 2016: 87). 하지만 2015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수립되어 귀농·귀촌과 관련된 정책이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은 중요한 성과이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까지 5년 단위 중장기 귀농·귀촌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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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실행할 여건이 정비된 것이다. 2016년 새롭게 시작한 귀농·귀촌 종합
대책은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한 신규 유입과 더불어 귀농·귀촌인들의 안
착에 초점을 두고 있다. 무엇보다 청년 귀농에 초점을 둠으로써 농업인력
육성정책의 한 축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2. 창업농 지원사업

창농 시 애로사항 해소와 관련한 창농 인프라 지원사업을 크게 자본·기
술·사회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중앙정부 주도의 관련 제도 지원
을 이 세 가지 요인에 따라 나누면 <표 5-7>과 같다.
<표 5-7> 청년농 지원 정책사업
창업 단계

장애
요인

준비

정착 초기

자본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자금지원)
귀농인 창업지원
농신보 신용지원
2030세대 농지지원
귀농창업활성화

기술

한국농수산대학
농고·농대 교육
예비귀농교육

영농정착기술교육
선도농가실습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교육, 컨설팅)

귀농귀촌종합상담
귀농닥터
귀농인의 집
농업경영체 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

청년농산업창업지원사업
귀농인 주택지원

사회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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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자본 지원
청년농의 자본(농지, 운영자금) 지원과 관련한 주요 사업으로 후계농 영
농기반·운영자금 지원, 귀농인 농업창업자금지원, 농신보 신용지원, 2030
세대 농지지원사업 등이 있다.
청년농이 후계농업경영인에 선정되면 영농기반 조성 차원에서 영농기반
시설 구입, 설치 및 임차보증금(3년 이상 임차에 한함)이 지원되고, 홈페이
지 개발,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
되는 자금, 묘목 및 종자(화훼묘 포함), 농기계 구입 등 농업 창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농업용 화물자동차 구입비 등 운영자금도 지원된다(농지
및 시설 관련 기대출액의 20% 이내)(농림축산식품부 2017a). 귀농인이라
면 농업창업자금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65세 이하 귀농인25에게 영농기
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구입에 사용되는 창업자금을 3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표 5-8>. 이상의 정책자금 융자를 받을 시
개인의 담보력이 부족할 경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에
서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받도록 도움
을 준다. 이상의 창업자금 지원 외에 청년농들의 농지 마련을 지원해 주는
‘2030세대 농지 지원사업’이 있다. 농어촌공사는 자본력과 경험이 부족한

젊은 경영체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지원을 위해 맞춤형 농지 임대를 지원
한다는 것이다(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17).

25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 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
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촌
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예정인 포
함)로 1년 이상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농업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농림축
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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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후계농업경영인과 귀농인에 대한 자금 지원사업 현황
후계농업경영인
대상

귀농인

만 18~50세

자격

65세 이하 귀농자

영농경력 10년 이하

농촌전입 후 1년 이상~5년 이하
(2년 내 이주 예비자)

자금

한도

2억 원

3억 원 (주택 7500만 원)

지원

기간

3년거치 7년분할

5년거치 10년분할

(대출)

금리

연리 2%

연리 2%

창업기반조성

영농기반

운영자금(20% 이내)

주택구입·신축·증·개축

융자액

1,700억 원

1,500억 원

지원인력

1,800명

1,500명

자금 사용용도
사업
규모
(’16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2017).

최근 3년간(2013~2015년)의 후계농업경영인과 귀농자에 대한 창업지원
사업을 통한 자금 지원규모를 보면 <표 5-9>와 같다. 선정된 후계농업경영
인 중에 91.8%가 대출을 받았고, 1인당 대출금액은 8,900여만 원이었다.
귀농자 중에 창업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사람은 9.9%였고, 1인당 대출금액
은 9,200여만 원이었다.
<표 5-9> 후계농업경영인·귀농인에 대한 정책자금 대출 현황
3년

연도

후계농
육성
사업

귀농
창업

선정인원(A)
대출건수(B)
대출금액(C)(10억 원)
대출비율(B/A)
건당 대출금액(C/B)(백만 원)
귀농인수(A)
대출건수(B)
대출금액(C)(10억 원)
대출비율(B/A)
건당 대출금액(C/B)(백만 원)

2013
1,849
1,498
119
81.0%
79.47
10,923
793
644
7.3%
81.21

자료: 김정섭 외(2016: 106); 농림축산식품부(2017c).

2014
1,861
1,795
161,358
96.5%
89.89
11,144
1,035
882
9.3%
85.22

2015
1,886
1,843
176,225
97.7%
95.62
11,959
1,524
1,573
12.7%
103.22

평균
1,865
1,712
152,208
91.8%
88.91
11,342
1,117
1,033
9.9%
9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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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지원과 관련한 문제를 살펴보면 우선 정책 자금 융자 금리와 거치
기간 문제를 들 수 있다. 과거 1980~90년대 시중 금리가 10% 이상인 시절
에는 한 자릿수 이율의 정부융자자금은 큰 혜택이었지만, 지금과 같은 저
금리 상황에서 후계농·귀농자금의 2% 금리는 큰 혜택이 아니며(마상진 외
2010: 33), 자금 거치기간도 너무 짧다는 것이다. 후계농 자금의 경우 귀농

자금이나 쌀전업농 자금에 비해 거치기간과 분할상환 기간이 짧은 것이형
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한국농어민신문 2016. 11. 29.).
“농사로 어느 정도 수익을 내기까지는 적어도 3년은 걸린다. 그런데 어느

정도 농사를 해 볼 만한 때쯤 되면 원금 상환시기가 도래한다. 매년 수백만
원씩 원금과 이자로 상환하면 쓸 돈이 없다(후계농 인터뷰).”

청년농들의 자금 지원과 관련한 애로사항 조사결과를 보면 담보를 제공
해야 하는 것(47.0%)과, 복잡한 서류와 절차(31.8%), 거치기간이 짧음
(23.6%), 금리가 높음(23.3%) 등을 많이 지적하고 있었다<그림 5-6>. 높은

금리와 관련해서 전라남도는 후계농업경영인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5년부터, 새로 선정된 후계농에게 첫 융자 3년간 대출금리 2% 가운데
1%를 지원하고 있었다(경향비즈 2015. 3. 3).
<그림 5-6> 청년농의 자금지원 관련 애로사항*

주: *복수응답 결과.
자료: 이 연구의 청년농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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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신용지원의 문제이다. 청년 신규 창업농들의 경우 담보능력의 부
족으로 많은 경우 신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농신보에서 최대
90%까지만 부분 보증을 하고 있고, 10% 부분에 대하여 지역농협에서 인

보증, 농지담보 등이 안 되면 대출이 어렵다. 이는 실제 농촌 현장에서는
정책자금 대손을 (농협) 금융담당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마상진 외 2010: 35). 이와 관련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도내 중소기업

자금지원 활성화를 위해 농협중앙회와 협약을 맺고, 중소기업 대출 시
5,000만 원 이하는 100% 신용보증을 하고 있었다.26 정부와 금융당국의 노

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개선시킬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셋째, 농지 지원 관련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청년농들이 이용하
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농지 매매·임대차 물량 자체가 부족하고 있다 해도
대부분 기존 농업인들 위주로 거래가 이뤄져 청년농들이 접근하기가 힘든
구조이다.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이 2013년부터 시작되었지만, 농지은행
을 통한 전체 농지매매·임차 은행 사업 중에 이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다<표 5-10>. 김수석 외(2016: 41)는 농지규모화사업은 종래 쌀전
업농을 사업 대상으로 하다가 최근 일반 전업농으로 대상 확대를 시도하였
지만, 대상 농지를 농업진흥지역 농지로 한정함으로써 쌀전업농 위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농지임대사업은) 규모가 크지 않을 뿐더러, 주로 이미 농지를 많이 보유한

사람에 대해 사업을 늘리는 혜택만 주고 있다. 정보의 획득이 빠른 사람에게
돌아가게 되는 경향이 있어 정말 필요한 사람은 더 소외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김기흥 2016: 71)

26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농협중앙회(NH 농협은행)와 협약을 맺고, 중소기업 자금
지원 활성화 차원에서 100억 원의 출연을 받아,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
기업과 소상공인 보증지원에 전액 사용함. 이 협약보증은 2,000억 원 규모로
실시되며, 동일 업체당 중소기업은 8억 원(소상공인은 1억 원) 이내에서 대출
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100%,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90%까지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이데일리 2017.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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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농지은행 사업별 지원면적 대비 2030세대지원 실적
단위: ha, %
농지은행 사업별 지원면적
구분
계

합계

매도

(A=B+C)

(B)

68,329

6,209

2030세대 지원

임대
소계(C)
62,120

장기임대
7,016

비축농지

임대수탁

4,333

50,771

면적(D)
12,844

(D/A)
18.8

2012년

13,601

1,430

12,171

1,268

844

10,059

2,000

14.7

2013년

13,093

1,384

11,709

1,219

784

9,706

2,565

19.6

2014년

13,059

1,006

12,053

1,533

592

9,928

2,366

18.1

2015년

13,435

1,279

12,156

1,631

804

9,721

2,808

20.9

2016년

15,141

1,110

14,031

1,365

1,309

11,357

3,105

20.5

자료: 한국농어촌공사(2017).

넷째, 기본 생활자금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이와 관련한 제대로 된
지원사업이 없다는 문제이다. 앞선 청년농 정착 실태에서도 본 바와 같이
영농초기 2~3년간 소득이 불안정한 시기가 있고 이 시기를 지난 농가의
경우 기존 농가 평균을 넘어서는 경영 실적을 보이고 있었다. 그래서 청년
농에 대한 영농 초기 생활자금 지원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 청년농들에게 필요했지만 이용하지 못했던 사업을 조사한 결과 ‘정착
장려금 지원’이 49.6%로 가장 많았고, 그 밖에 농지 알선(26.7%), 농산물
판로 지원(26.5%), 농기계 설비 알선(19.3%), 주거지 알선(17.4%), 멘토 또
는 인적 네트워크 지원(13.8%), 취농 상담(12.4%), 영농교육(10.5%) 등이
있었다<그림 5-7>. 기본 생활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청년농산업창업지원’
사업이 시도된 바 있다. ‘청년농산업창업지원’사업은 39세 이하 성장잠재
력이 큰 신규 영농창업자에게 최대 2년 훈련수당(1년) 또는 창업안정자금
(1년) 지원(연 300명 규모, 월 80만 원)하는 것으로 2016년 도입 추진되었

다. 하지만 사업 목적을 청년 영농창업에 한정하고 자금 사용 용도를 소모
성 영농자재 구입 및 농업 관련 교육으로 제한하여 청년 농업인의 다양한
자금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지급 방식도 자부담 후 영수증을 첨부한 사
후정산 방식으로 추진하여 농업인의 불편을 초래하였다(마상진 외 2017:
39). 짧은 기간의 시도였지만 이에 대한 평가 결과는 나쁘지 않다. 사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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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자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편익(일반 농업인에 비해 3배 이상의 농업소
득 발생)뿐 아니라 이들이 농촌에서 농업종사에 따른 사회적 편익(도시 교
통혼잡비용 및 환경오염비용 감소, 농업생산성 증가)이 있었다(맥스컨설팅
2017).
<그림 5-7> 청년농의 청년농 지원사업 요구*

주: *복수응답 결과.
자료: 이 연구의 청년농 설문조사.

2.2. 기술 지원
청년농에 대한 기술 지원과 관련한 지원사업으로 농고·농고 교육 지원,
예비 귀농교육 지원, 영농정착기술교육, 선도농가실습지원, 후계농 교육·컨
설팅 지원 등이 있다.
우선 농고, 농대교육으로 한국농수산대학, 미래농업선도고교(3개교), 농
대 영농창업특성화과정(5개교)을 통해 현장실습이 강화된 농업 직업교육을
실시한다(농림축산식품부 2015). 사회교육 차원에서는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산하 귀농귀촌종합센터가 예비귀농자를 대상으로 직접 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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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아카데미를 실시하고, 민간 위탁교육(42개 과정: 귀농기초 13개, 귀농
중급 12, 귀농심화 5, 귀촌생활 12) 및 온라인 교육 등을 실시한다(귀농귀
촌종합센터 2017). 농촌진흥기관에서도 귀농 교육을 제공하는데 도농업기
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신규농업인(귀농·귀촌인)에게 농촌생활적응
및 영농기초기술교육(도 1~2주, 시·군 40시간)을 통해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돕는다. 선도농가실습지원 사업은 귀
농인이 선도농가의 지도하에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마케팅 등에 필
요한 단계별 현장실습교육(체험 등)을 받는 것이다.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5년 이내 신규농업인(귀농인) 또는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청장년층의 경

우 귀농 여부 및 지역과 상관 없이 지원 가능)을 대상으로 한다. 연수 지원
대상자에게 교육훈련비 지원(월 80만 원 한도, 3∼7개월), 연수시행자(선도
농가)에게 귀농연수생의 연수기간 동안 연수 수당 지원(연수생 1인당 월
40만 원 한도, 3∼7개월) 등이 있다(농촌진흥청 역량개발과 2016). 후계농

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이들에게는 자금 대출 전 후계농업경영인 경영교육
을 이수하여 자금의 사용방법 및 정산, 사후관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인
지 후 자금을 수령하도록 의무화하였다. 한편 후계농 중에 원하는 이들에
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증한 경영컨설팅업체를 통해 경영 여건과 특성
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17a).

앞선 3장에서 청년 창농자의 유입 경로를 분석하면서도 다루었듯이, 청
년 창농자 중에 55%가 농업계 학교 출신이고, 농업계 학교 출신을 포함하
여 전체 창농자 중에 약 70%가 사회농업교육을 받았다. 농업계 학교 교육
이외에 사회 농업교육을 받는 곳으로는 농업기술센터가 가장 많았고
(63.9%) 그 다음으로 일반 농가(23.1%), 시·군 귀농귀촌지원센터(8.1%), 농

업법인(7.2%), 지역농협(6.6%), 민간농업교육기관(6.4%) 등의 순이었다<그
림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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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청년 농업인이 창농 준비과정에서 교육받은 곳

주: *복수응답 결과.
자료: 이 연구의 청년농 설문조사.

여기에서는 사회농업교육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살펴보았다.27 먼저 창농
교육의 질 문제이다. 후계농이든 귀농이든 정부 지원사업을 받으려면 의무
교육(시간)을 채워야 한다. 창업농 상당수가 준비과정에서 교육을 이수할
정도로 양적으로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교육의 질이 높지
않고, 콘텐츠도 다양하지 못해 내실 있는 교육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이다(김정섭 외 2016: 101).
“교육 내용이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원해 주니 어쩔 수 없

이 가야지 안 갈 수도 없어요. 취지는 이해하지만 교육 내용이 현실과는 좀
거리가 있고 역량강화에 도움되지 않는 것 같아요…”(삼선복지재단 2017:
29)

온라인 교육의 문제도 지적된다. 많은 창농 준비, 초기 정착자들의 경우
듣고 싶은 교육은 접근성이 떨어져, 온라인 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온라인 교육의 경우 기존 교육과의 연계나 제대로 된 개인 지도 없이 이뤄
지다 보니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27

학교농업교육 부분에 대한 분석은 67~6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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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있으니 들을 수 있는 교육이 한정되어 있고,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

는 교육 시수가 많다 보니 그걸 채우기 위해서 …온라인 교육을 듣는데 크
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주변에서도) 그거 클릭해서 이수하는 분위기인데,
그게 좀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는 것 같고요.”(삼선복지재단 2017: 29)

한편 2016년에 국무총리실 주관 규제개혁 우수 사례로도 선정되었던 선
도농가실습지원 사업은 청년 창업과 관련한 사업 중에 현장의 호평이 가장
많은 사업이다. 영농 초기에 경험 미숙 등에 따른 위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줘 귀농인의 농촌지역 적응 및 정착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김정섭 외 2016: 103). 창농자에게는 일반화된 교육 프로그램보다는 선도

농가실습지원과 같이 맞춤형 또는 밀착형 기술 지원의 효과가 높다. 농림
축산식품부(2016e)가 귀농 정착자 대상으로 교육 개선 필요 조사 결과를
보면 다양한 교육콘텐츠 제공 요구와 더불어 현장실습 연계 강화, 수준별
교육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그림 5-9>.
<그림 5-9> 귀농인들의 귀농교육에 대한 요구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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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회적 지원
청년농에 대한 사회적 지원, 즉 창농 준비 과정이나 정착 과정에서 상담,
인적네트워크 형성, 주거 지원 등을 통해 일정 기간 농촌 사회 적응과정을
도와주는 사업으로는 귀농귀촌종합상담, 귀농닥터, 귀농인의 집, 농업경영
체전문인력지원사업, 선도농가실습지원사업28,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사
업, 귀농인 주택지원사업 등이 있다.
귀농닥터는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안정적인 농촌 진입과 정착을 도와주
고 귀농애로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조력자 또
는 각 분야 전문 도우미를 연결해 주는 제도이다. 귀농인의 집은 귀농·귀
촌희망자가 거주지나 영농기반 등을 마련할 때까지 거주하거나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 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게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임시 거처를 제공해 준다(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
품교육문화정보원 2017). 농업경영체 전문인력지원사업은 농업법인경영체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APC, 농협공동사업법인 등)가 기술·경영능

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하여 농업경영
체의 경쟁력 향상 및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창농
을 염두해 둔 사람들이 농업인턴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국민농
업포럼 2016). 지원 분야 및 연차에 따라 1인 월 180만 원 이내를 차등지
급한다(최대 36개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사업은 귀농 희망 예비농
업인 대상으로 일정 기간 가족과 함께 머물며 농촌 이해, 농촌 적응, 농업
창업과정 실습 및 교육, 체험을 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건립·운영하는 것
이다. 귀농인 주택 지원사업은 65세 이하 귀농인에게 주택 구입 및 신축
(대지구입 포함)비용을 세대당 7,500만 원 지원(연이율 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하는 것이다(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17).29

28
29

기술 지원사업이면서 사회적 지원사업으로 볼 수 있음.
이밖에 귀농인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농지구입 시 취득세 감면, 주택양도소득세
감면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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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원사업은 우선 현장의 높은 요구에 비해 사업량이 적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 초기 상담 단계에서 보면 초기 정착지 선택, 귀농·귀촌자 수
준에 따른 교육기관 추천, 귀농 지원 정책 등에 대한 상담 요구가 많으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상담사가 부족하다. 귀농닥터의 경우 현재 신지
식농업인(203명), 농업마이스터(120명) 등을 자원으로 하여 상담을 제공하
지만 다양한 수요자 요구에 맞는 귀농닥터 풀(pool)이 부족하다는 것이 제
일 큰 문제였다(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17: 5). 농업경영체전문인력
지원사업의 경우 현장의 높은 호응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업량이 100명이
넘지 않는 실정이다(국민농업포럼 2016).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2016e)가
귀농자 대상으로 지자체 귀농귀촌지원사업 수혜 경험을 조사한 결과, 정착
자금 지원이나 영농설비 지원 등에 비해 관계형성 지원 경험이 가장 적었
다<그림 5-10>.
<그림 5-10> 귀농인의 귀농지원사업 수혜 경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6e).

사회적 지원사업은 상담가나 멘토의 역량에 따라 그 성과가 좌우되는 경향
이 있다. 선도농가실습지원사업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장의 호응도
높지만 선도농가(멘토)의 역량에 따라 다양한 평가가 나온다. 일부 멘토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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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멘티)를 고용 노동력으로 간주하여 격한 노동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개선하려면 선도농가(멘토)의 교육 역량을 제고와 더불어 지역단위 그룹
멘토-멘티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김정섭 외 2016: 104).

3. 창업농 지원 주체 간 네트워킹

청년 창농 관련 지원 주체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
정보원, 귀농귀촌종합센터, 농촌진흥기관(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농업기
술센터), 지방자치단체(도, 시·군), 지자체 귀농귀촌지원센터, 농업계학교
(농고, 농대), 농협,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경영인력과)는 청년 창농 정책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주
요 사업을 기획·실행한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의 지시하에 후계농 선정 및 교육을 직접 수행 또는 관련 주체에 위탁하여
추진한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하에 귀농귀촌종합센터는 귀농귀촌
관련 일체 사업을 총괄하고,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는 중앙
단위, 도 단위, 시·군 단위 농업 기술 연구·지원, 농업기술 교육, 후계농업
경영인 관리, 청년농 단체(4-H) 지원을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자체별 후
계농, 귀농자에 대한 정책과 사업을 기획·실행하고, 지자체별 귀농귀촌지
원센터는 귀농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한다. 농업계 학교(농고, 농대)는 고등
학교 단계, 대학 단계의 농업 관련 예비 창업농을 교육하고, 농협은 후계
농, 귀농자 창업 및 주택 자금을 지원한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후계농, 귀농자에 대한 신용을 지원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청년농(2030세
대)에게 농지를 지원한다. 이상의 관련 주체별 역할을 정리하면 <표 5-1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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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청년농 육성 주체별 역할

중앙

주요 역할

농림축산식품부

청년 창농 정책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사업을
기획·실행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후계농 선정 및 교육을 담당

○

귀농귀촌종합센터

귀농귀촌사업을 총괄

○

농업 기술 연구·지원, 농업기술 교육,
후계농업경영인 관리, 청년농 단체(4H) 지원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지자체

관련 장애요인

추진 주체

자본

기술

사회

○

○

○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후계농, 귀농귀촌 정책 기획·실행

○

귀농귀촌지원센터
농업계 학교
사회농업교육기관
민간컨설턴트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후계농, 귀농자 창업 및 주택 자금 지원
판로 지원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후계농, 귀농자 신용 지원

○

한국농어촌공사

청년농 농지 지원

○

○

○

○

귀농 상담 및 정보 제공

○

○

예비 창업농 교육·컨설팅

○

○

청년농 지원 주체 간 네트워킹과 관련하여 우선 서비스 단계별 단절성의
문제가 있다. 창농 준비와 관련하여 귀농귀촌종합센터를 두어 도시민에게
농지, 빈집, 주택, 교육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농촌 지방
자치단체와의 연계가 미흡하여 구체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
계가 있다(김정섭 외 2016: 136). 현장에서는 창농 상담에서 교육, 지역 정
착으로 이어지는 단계까지 좀 더 책임 있는 지원체계 연계가 아쉽다는 문
제를 제기한다.
“열심히 이것 저것 교육을 받지만, 현재는 교육 이후 나몰라라 하는 구조이

다.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는다. 물론 내 책임도 중요하지만, 상담 단계부터,
교육 그리고 지자체 적응까지 좀 더 신경써 주었으면 좋겠다”(창농 준비교
육생 인터뷰)

더불어 농지, 자본, 기술 및 사회적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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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청년농 정착이 이뤄지는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보면 정책 대상자 선정, 관리, 금융대출이 삼원화된 구조를 가진다. 대상자
선정은 행정기관(주로 농정과 계열)에서 하고, 자금은 금융기관에서 하며,
후속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다(마상진 외 2010: 35). 특히 청년
농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농지와 관련해서는 지자체와 농어촌공사 간의 원
할한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에 농지가 있다고 정보가 나와서 찾아가면...이미 선정되었다 하고...

실제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자주 찾아와라 하는 정도이다...농협, 농지은행,
지자체 등 지역에 농업 관련 기관이 많지만 기관간의 정보공유가 전혀 안
되는 것 같다”(청년 귀농자 인터뷰)

한편 현재 운영되는 창농 관련 지원조직의 경우 관련자들의 전문성 문제
가 제기된다. 선행연구(마상진 외 2013; 이암허브 2017: 31)에서도 취농 준
비단계에서 정착 후 일정 기간(2~3년간) 일관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가 미흡하여 역귀농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면서 지자체 단위의 청년농 종합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지자체 단위로 후계농업경영인과
관련한 종합지원 역할을 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2016년 현재 156개), 귀
농인과 관련한 종합지원 역할을 맡고 있는 귀농귀촌지원센터(2016년 현재
50개)가 있다. 한편 최근 농촌진흥기관(농촌진흥청 2016: 5)에서도 도 단위

로 귀농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귀농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귀농인 맞
춤형 지원거점을 육성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담당자의 잦은 교체와 더
불어 업무 가중으로 인해 지원 제도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오히려 도
움을 구하러 온 내담자보다도 못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마상진 외 2010:
116).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단순 상담 창구로만 기능하는

형편이다(김정섭 외 2016: 139).
마지막으로 다양한 관련 주체의 참여 및 거버넌스 부족 문제가 있다. 일
부 지역에서 농업인이나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신규 취농인을 지원하는 네
트워크를 마련한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지자체 공무원의 일방적 기획,
실행 체제로 움직이고 있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청년 창농과 관련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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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협력 거버넌스는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김정섭 외 2016: 140). 청년농
육성과 관련한 공식적인 거버넌스 기구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후계농업경영인 선발과 관련하
여 시·군, 시·도 단위로 운영되는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 이밖에 농
업·농촌·식품산업교육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교육체계의 합리적 구성을
위한 ‘농업·농촌교육심의회’가 있다. 하지만 대다수 농정 관련 위원회는 실
제 운용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심의기구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김수
석 외 2010: 61). 거버넌스 기구가 작동하더라도 농업인 리더 중심으로 매
우 제한적으로 참여가 되고 있다(마상진 외 2014: 91). 농정 참여에 대한
농업인들의 태도를 조사한 결과 청년농뿐 아니라 일반 농업인 모두 국가·
지방 농정에 농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청년농의 60.1%, 일반농의 63.4%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었다(갖추었다는 응답은 청년농 8.9%, 일반농 10.7%)<그림 5-11>.
특히 청년농의 육성에 있어 선배 청년농들의 인적 네트워킹을 통한 도움이
중요한데, 후배 청년농의 선정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정책 참여 장치가 부족하였다.
<그림 5-11> 농업인의 농정 참여 만족도
단위: %

자료: 이 연구의 청년농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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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년 창업농 육성정책에 대한 만족도

이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농, 일반농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청년농 육성정
책에 대한 정책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청년농들의 청년 창업농
육성체계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았다. 청년농에게 창농 단계별(준비, 정
착초기, 발전 단계), 주요 창농 서비스별(기본상담, 교육연수, 농지알선, 농
기계 시설 알선, 정착장려금, 주거지 알선, 판로 지원, 멘토 지원, 원스톱
지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 분야에서 보통(3점/5점 만점) 이하로 나왔
다. 승계 창업농보다 신규 창업농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았다<그림
5-12>. 정착 단계별로는 신규 창업농에게 창업초기 단계 정책 만족도(2.30)

가 가장 낮았고, 지원서비스 종류별로는 농지 알선(2.18), 원스톱 지원
(2.26), 주거지 알선(2.28), 정착장려금(2.30) 등이 특히 낮았다. 승계 창업

농과 달리 영농기반이 없는 신규 창업농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하고
정착 단계별 창업농에 대한 차별화된 전략의 부재를 보여준다.
<그림 5-12> 청년농의 창업농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주: *5점 리커트 척도(1: 매우불만~3: 보통~5: 매우만족).
자료: 이 연구의 청년농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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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들의 지역 청년농 육성체계의 충분성에 대한 인식은 좋은 편이 아
니었다. 일반 농업인에 대한 조사 결과, 자신들이 거주하는 (시군)지자체의
청년농 정착지원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해 9.1%만이 충분하다고
응답하고, 67.1%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보통 23.8%)<그림 5-13>. 이는
앞서 지적한 바대로 지자체 단위의 창농 상담, 교육, 정착 지원 그리고 특
히 정착 과정에서의 농업기술, 자금, 농지, 판로 등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지원해 주는 시스템 부재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림 5-13> 농업인의 지자체 청년농 육성체계 충분성에 대한 평가

자료: 이 연구의 농업인 설문조사.

5. 소결
청년농 육성에 대한 정책, 창농 지원 인프라, 관련 주체 간 네트워킹 등
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청년농 육성체계와 관련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우선 청년농 인재상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그동안의 농업인력육성
사업의 목표는 농가 단위 소득 중심의 경제적 성공, 그리고 개인적 발전
또는 단순한 농촌 정착에 초점을 두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들이 사는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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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와의 연결성은 부족했다. 연령구조의 개선 외에 청년농 육성을 통
해 농업·농촌의 무엇을 어떻게 바꾸려는지에 대한 비전과 명확한 목표가
부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둘째, 다양한 창농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
는 내실 있는 지원 서비스가 아쉽다는 점이다. 현장의 높은 요구에 비해 사
업량이 적어 상당수가 접근이 어려운 문제가 농지지원사업이나 귀농닥터,
농업경영체전문인력지원사업과 같은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사업에서 제기
되었다. 창농 교육의 경우, 농업계 학교 교육은 영농 현장과의 연계성이 부족
하였고, 사회 농업교육은 의무교육 규정 등으로 인해 양적 팽창은 이뤄졌지
만 교육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현장의 불만이 많았다. 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서는 대출금리 인하, 거치·상환 기간의 연장, 대출지원 한도 확대,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 등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영농정착 초기
기본생활자금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았지만,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고 있었다.
셋째, 청년농 육성과 관련한 거버넌스가 미흡하였다. 중앙 정부 및 지자
체 단위의 청년농 육성정책 기획 단계에서의 청년농이 참여하는 민관 거버
넌스를 통한 사전 협의, 추진과정상의 협조체계가 부족하였다. 각종 심의
회, 심사위원회가 있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운영되더라도 일부 농업인
리더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참여가 이뤄지고, 분야별 전문성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
넷째, 지역 단위 청년 창농 지원체계가 미흡하였다. 상당수 지자체에서
는 창농 지원의 지침이나 평가기준, 지원기준 등이 많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이나 직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문
제의 근본 원인은 관련 기관 담당자가 자주 교체되고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창농 지원사업을 다른 여러 업무의 하나로 다루고 있기 때
문이다. 이에 따라 정책 지원 대상 선정, 자금 대출, 후속 관리의 비연결성
문문제가 발생한다. 대다수 지자체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은 농업 행정에
서, 자금 대출은 지역 농협에서, 후속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
이들 서비스가 상호 연결되지 않는다. 청년농 정착과 관련해 아무도 명확
한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이다(마상진 외 2010: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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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들과 국내외 관련 우수 사례 분석을 토대로
청년 창업농업인 육성체계의 기본방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추진과
제를 제안하였다.

1. 기본방향

농업계 학교 육성사업,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귀농·귀촌 지원사업
등 청년 창업농 육성과 관련한 정책사업을 통해 다양한 자본, 기술, 사회
지원을 위한 사업들이 1970년대 이후 추진되어 왔다. 농림축산식품부, 농
촌진흥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어촌공사, 농협, 지자체 등을
통해 청년 창업농 육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지만 현장의
만족도는 높지가 않았다. 기존 다양한 청년 창업농업인 육성정책과 사업
들, 관련 주체들의 역할과 네트워킹이 ‘육성체계’, 즉 시스템 관점에서 제
대로 분석이 된 적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 개별 지원사업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청년 창농 지원과 개선되어야 할 문제는
많다. 자본 측면에서 농지에 대한 청년농의 접근성 개선, 창농자금 대출금
리 인하, 거치·상환 기간의 연장, 대출지원 한도 확대, 대출에 대한 신용보
증 확대 등의 문제, 기술 측면에서는 현장 중심 맞춤형 교육 확대, 사회적
지원 측면에서는 사업량 확대와 관련 전문가 풀 확보 등이 대안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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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청년 창농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별 연계성 없는 처방은 근본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연구는 청년 창업농 육성체계 개선의 기본방향
으로 ‘지역 참여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창농 단계별, 창농 유형별 종합(패키지)
지원을 통해 청년 창업농생태계의 구축’을 제안한다<그림 6-1>.
청년 창업농생태계 구축을 통해 창업 단계를 준비기, 창농초기, 재구조
화기, 정착기 등으로 세분화하고, 창농 유형(승계 창업농, 신규 창업농)에
따라 차별화된 유입·정착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지역 단위에서 창업 단
계나 창농 유형에 맞춰 자본·기술·사회 요인들이 총체적(패키지)으로 지원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실현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의 다양한 농업 주체들과
청년농들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된 지역 단위 농업인력육성 거버넌스가 활
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청년농 눈높이에 맞는 지역 중심의 정책과 사
업들이 기획·추진·평가되도록 해야 한다.
<그림 6-1> 청년 창업농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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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역 단위 참여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한 정착 단계별, 창농 유형
별 맞춤형 종합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농업을 통해 다양한 도전과 실험, 실
패후 재기를 할 수 있는 창농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창업생태계는 창
업자, 창업지원기관, 투자자가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며 창업이 지속적으
로 활성화되는 환경이다(관계부처합동 2011).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있어
실패가 성공의 밑거름이 되는 풍토 조성이 중요하다(한정화 2011). 청년농
들은 주민과의 갈등, 생활여건 불편 등으로 도시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 고령자들과 달리 실패해도 어떻게든 다른 농촌에서라도 농업을 통해
다시 기회를 찾아보려는 경우가 많았다. 창농생태계를 통해 농업분야도 실
패에 대한 사회적 관용 문화와 재기 가능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2. 추진과제

지역 참여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창농 단계별 종합(패키지) 지원을 통해
청년 창업농생태계의 구축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로 ① 청년 농업인상 설
정, ② 창업농 육성단계 설정과 사업 체계화, ③ 지역 농업인력육성 계획
수립, ④ 지역 농업인력육성 거버넌스, ⑤ 원스톱 창농지원조직 운영, ⑥
창농 유형별 맞춤형 지원, ⑦ 청년농 기본생활자금 지원, ⑧ 청년농 삶의
질 지원, ⑨ 농업 이미지 제고 및 예비 창농인 저변 확대, ⑩ 청년농 정기
실태조사 등을 제안하였다<그림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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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청년 창업농 육성체계 발전을 위한 추진과제

2.1. 청년 농업인상 설정30
청년 창업농 육성을 보다 체계적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력 육성의
기본상(인재상)이 설정되어야 한다. 인재상은 인력 육성을 통해 무엇을 추
구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기본방향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
나라 농업인력 육성 측면에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측면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위 돈되는 농업, 개인적 성공이나 정착에
만 관심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농정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30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청년 농업인상은 마상진 외(2011: 105-107)가 농림수산
식품 인력육성정책 진단 및 발전방안 연구에서 제안한 농업인력상을 청년 농
업인에 맞게 수정 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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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되어 온 사업 중에 하나인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14만 농업후계
자 육성이라는 양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에서의 평가가 박한 상
황이다(마상진 외 2010). 청년 농업인이 지역 농업, 농촌 활동 나아가 농정
참여를 통해 후배 청년농 육성에 기여할 뿐 아니라, 단순히 개인적·경제적
성공을 넘어선 지역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농업인상이 필요한
이유이다.
청년농 육성이 중요한 이유는 고령화된 농업인을 대체하여 농업에 경쟁
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한 국가의 식량 안보뿐 아니라, 국토,
환경, 삶, 문화 차원의 농촌의 다원적 가치 유지를 위해 적정 수의 농가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규모 농기업에 의한 대량 생산 방식으로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 보존이 어렵기 때문에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 측면에서 청년농 육성이 중요하다.
최근 들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식품 생산의 중요성이 중
요해지고 있다. 각종 농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하게 전달하는 국민 먹을거리 제공자로서의 사명감과 그에 걸맞은
윤리의식이 농업인에게 요구되는 상황이다. 안전한 농식품 생산과 관련
한 윤리의식은 새롭게 농업에 뛰어드는 청년농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갖
추어야 할 직업 역량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 청년 농업인력육성정책의 구체적인 목표나 사업들
이 추구해야 할 청년 농업인상을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선도하는 농업
인’31으로 설정하였다<그림 6-3>.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선도하는 농업
인이란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유지뿐 아니라, 지역사회 및 국토환경 보전,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에 기여하는 농업인을 의미한다(마상진 외 2011: 105).
이처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선도하기 농업인은 경제적으로는 ‘잘사

31

마상진 외(2011)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으로 설정하
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지역의 의미를 가미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선도
하는 농업인’으로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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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농업인’이어야 하고, 직업적으로는 ‘전문 경영인’, 사회적으로는 ‘윤리
적 생산자’가 되어야 한다. 잘사는 농업인은 농촌에 살지만 도시 근로자 수
준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를 누리는 농업인을 의미한다. 전문
경영인32은 다양한 농업 경영상의 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하며, 고품질의 농
산물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인을 의미한다. 윤리적 생산자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
는 생산자로서, 자신의 발전뿐 아니라 이웃 농가와 농촌 지역의 발전을 위
해 활동하고, 다원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농업·농촌의 수호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의미한다(마상진 외 2011: 106). 이 세 가지 농
업인상 중에 윤리적 생산자 부문은 그동안 농업계 내부에서 강조되어 오지
못했다. 농업이 향후 대국민 지지를 지속적으로 받게 하려면 윤리적 생산
자와 관련된 관련 정책과 사업 추진이 좀 더 강화돼야 할 것이다.
<그림 6-3> 청년 농업인상

자료: 마상진 외(2011: 107) 수정 보완.

32

마상진 외(2011)에서 ‘프로 경영인’이라 칭한 것을 ‘전문 경영인’으로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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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창업농 육성단계별 사업 체계화
창업농 육성체계 정립을 위한 두 번째 과제로는 창업농 육성 단계 설정
과 기존 관련 사업을 육성 단계에 따라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창업농 육성 단계를 준비기, 창농초기, 재구조화기, 정착기 등 4단계로 나
누고 관련 사업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그림 6-4>.
준비기는 창농을 목표로 농업과 관련한 전문 교육을 받고 있는 단계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농업계 학생과 예비 귀농자들이 해당된다. 창농초기는
경영 및 사회 활동 측면에서 기존 농업인 수준에는 다다르지 못하여 자본,
기술,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시기이다. 창업 후 언제까지를 창업초기,
즉 각종 창업 지원 정책이 집중 투입되어야 할 시기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선행연구(Johnson et al. 2001)에서도 창업농의 발
달 단계로서 3년 이하 시기를 개시기(start-ups)로 삼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
청년농 정착 실태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영농경력 3~5년을 전후로 하여
영농규모, 농가소득이 평균적인 농가 수준을 넘어섰을 뿐 아니라, 지역 사
회 교류 측면에서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
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창농초기를 영농경력 3년 이하로 보았다. 재구조화
기는 기존 농업인과 경쟁이 가능한 시기이지만, 이후 재구조화기를 거치는
등의 완전한 정착까지는 안정화 과정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영농경력상으
로는 4년 이상 8년 미만 정도의 농가경영주를 의미한다. 8년 이후는 정착
기로 기존의 중견 농업인에 이른 단계의 농가경영주가 여기에 해당한다.
준비기 사업은 농업계 학교에 의한 각종 교육사업(미래농업선도고교, 영
농창업특성화대학, 한국농수산대학 등), 사회농업교육을 통한 귀농, 창농
교육사업, 각종 중앙 단위, 지자체 단위 기초 상담 활동 등이 해당된다. 준
비기 종료 시점에는 창농자 본인 책임성이 높은 현장 중심의 경영 실습 교
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관련 사업으로 선도농가실습,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지원사업,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될 농업법인체 인턴사업,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영실습농장(예: 경기도 팜쉐어) 등도 해당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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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농초기 관련 사업으로는 농업경영체 등록 이후 본격적인 독립적 농가
로서 경영기반 구축과 관련한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2030농지임대사업,
후계농 및 귀농인 대상 지원사업, 영농정착보조금,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하고 있는 창업농 임대농장(예: 고흥군 청년창업농장), 각종 영농정착기술
교육, 선도농가실습지원사업 등이 해당한다.
<그림 6-4> 청년 농업인 육성 단계별 사업 체계화

재구조화기 사업으로는 시설 현대화 및 농지규모화사업과 농업인대학,
강소농교육 등 품목 전문교육과 각종 학습조직 등 기존 농업인 지원사업과
후계농으로 선정된 청년농의 우수후계농 추가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와 더
불어 몇 가지 사업이 추가 고려되어야 한다. 후배 예비청년농에 대한 멘토
로서 선도농가실습사업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법인체를 설립
한 청년농의 경우 인턴 또는 전문인력으로 후배 예비청년농을 활용하는 사
업이 필요하다. 이는 이후 소개될 영농정착지원금 수혜 대상에서 영농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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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규정에 따라 소외되는 청년농들을 배려한 정책이다. 이는 기존 청년
농들이 후배 (예비)청년농을 이끌어주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네트워크를 형
성해주므로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정착기사업으로는 시설 현대화 농지규모화 사업으로 경영기반을 갖추고
더불어 농업마이스터대학을 거쳐 농업마이스터로서 지역 농업기술발전 및
후배 농업인력 육성에 기여하게 해야 한다.
한편 창업농 육성체계는 아니지만 정착기 이후 농업인 육성 단계로서 은
퇴기를 설정하였다. 이 시기의 고령 은퇴농들이 청년 농업인에게 자신의 경
영기반과 경영 노하우를 생산적으로 전수하는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2.3. 지역 농업인력육성 계획 수립
중앙 단위의 육성체계와 더불어 지역 단위 청년 농업인 육성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지역 단위 농업인력육성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지역 농업특성을 반영한 청년농 육성 목표를 지역 단위로 설정하고, 지역
발전에 의미가 있는(도움이 되는) 청년농을 어떻게 선발, 육성, 정착시킬
것인지 구체화하여야 한다. 현재는 광역이든 기초든 지자체 단계의 중장기
적 농업인력육성 목표 자체가 없다 보니 관련 사업이 지자체장 또는 농정
책임자의 변동에 따라 연계성 없이 임의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마
상진 외 2013; 마상진·권인혜 2014).
일본은 1990년대부터 지자체 단위의 농업경영기반 및 농업인력육성 계
획을 수립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식품의 안정공급을 위해 건실한
농업 담당자의 확보가 긴급한 과제로 부각되어, 다른 산업 수준의 노동 시
간과 소득을 실현하는 효율적, 안정적인 경영체 육성정책 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농업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 1993년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에서는
농업 경영의 규모 확대, 생산 방식·경영의 합리화, 농업인의 개선 등 농업
경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을 지자체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지역
농업을 책임지고 담당할 농업인을 인정하는 인정농업자 제도를 창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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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자체 단위 농업경영기반 강화 및 농업인 육성 계획
농업인의 경영 합리화, 농업경영 기반 강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강구하여 농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이 설립되었다. 이 법에서는 광역(도도부현), 기초(시정촌) 지자체 단위의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 농업경영기반강화 및 농업인 육성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 도도부현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 기본방침33에서 정하는 사항
-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의 기본 방향
-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기본지표
- 신규 취농 청년 등에게 목표가 되어야 농업경영기본지표
- (효율적이고 안정적 농업을 하는) 인정농업자에 의한 농지 이용 집적 목표
-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
○ 시정촌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 기본구상34에서 정하는 사항
-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의 목표
- 농업경영규모, 생산방식, 경영방법, 농업인의 형태 등 영농 유형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지표
- 농업경영규모, 생산방식, 경영방법, 농업인의 형태 등 영농 유형별 신규 취농 청년 등의 농업경영지표
- 인정농업자에 의한 농지 이용 집적 목표, 기타 농지이용 개선사항
- 농업 경영 기반 강화 촉진 사업에 관한 기타 사항
- 농지 이용 집적 원활화 사업에 관한 사항
자료: 日本 農林水産省(2015b).

지역 단위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서는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는 지
자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농업인력육성 계획(목표와 달성전
략)을 구체화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처럼 농지 계획과 함께 인력 육성 계획
을 수립하면 더 좋으나, 최소한 지역 특성이 반영된 농업인력육성 계획, 특
히 시급한 청년 농업인 육성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5,000
개 마을이 있는 광역지자체35에서는 마을당 1명의 신규 젊은 인력(40세 미

33

34

35

기본 방침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도도부 현기구(농업회의) 및 농업인, 농업 관련 단체 기타 관
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시정촌 기본구상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농업인, 농업 관련 단
체 기타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고, 도도부
현지사에 협의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함.
2015년 12월 현재 농촌 마을 수는 3만 6,836개로 경기도 4,063개, 강원도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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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배치하겠다는 목표를 가진다면 매년 500명씩 10년간 육성하는 계획
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36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의 가용한 청
년농 확보 경로별로 구체적 육성계획을 설정한다. 예를 들어 연중 농고 졸
업생이 1,000명 중 10%인 100명, 농대 졸업생 1,000명이면 이 중 10%인
100명, 귀농자 1,000명 중 20% 200명, 기타 경로 100명 등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표 설정은 농업계 학교나 귀농교육 그리고 지역의
창농 지원조직 및 관련 사업에 대한 구체적 투자계획으로 이어질 것이다.
국내에서는 경상북도가 가장 선도해 지자체 단위의 농업인력육성계획에
체계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2013년부터 청년 농업 인력확보를
위해 농고생·청년귀농인을 중심으로 젊고 유능한 정예인력의 농촌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마상진 외 2013: 127). 향후 25년간 도내 자
연마을당 1명의 청년을 육성·배치하겠다는 장기 계획을 수립 후 도내 유관
기관(농고·농대, 농협, 농어촌공사)과 협력하여 교육, 창업지원, 계속교육을
책임진다. 기초 지자체의 경우 관련 인적·물적 자원이 많지 않고 지역 농
업인력육성계획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우선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 도내 농
업 관련 현황을 토대로 도 단위 농업인력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시·군 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점차 유도할 필요가 있다.

36

개, 충북 2,927개, 충남 4,323개, 전북 5,155개, 전남 6,766개, 경북 5,172개, 경
남 4,710개, 제주 172개가 있음(농림축산식품부 2016c).
지역의 주력 품목별 목표 생산량을 설정하고 인력육성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
지만,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지역 단위로 일정 가족농을 확보해야 한다
는 관점에서 보면 마을 단위 인력육성 목표 설정이 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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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년 창농 활성화 정책’
경상북도는 2013년부터 2037년까지 청년 농업 리더를 1만 명 양성(도내 자연마을당 1명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
다. 이를 위해 지역 농고 졸업생들의 영농 정착을 집중 지원한다. 농고 졸업 후 창농한 경우 3년간 연간 500만 원,
농지 장기임대, 경북대 특례입학(연 40명) 등의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선교육 후지원’을 원칙으로 교육수료자를 중심으로 창농 자금 지원이나 멘토링 등의 지원사업에 연계한다. 농고 졸업생
이 ‘청년리더 영농창업’ 과정, 청년귀농인은 ‘청년농업인 귀농입문과정’을 마치고 2030리더과정으로 연계된다. 2030리더
는 3년간 연간 1,000만 원을 지원하고, 관심 분야의 선도농가 인턴실습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관련 주체가
협력한다. 경북도 교육청과 경북대, 한국농어촌공사(경북본부), 농협(경북본부) 등과 관련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자료: 삼선복지재단(2017: 59); 마상진 외(2013: 127).

2.4. 지역 농업인력육성 거버넌스
지역 농업인력육성계획이 추진 동력을 얻으려면 우선 농업인력육성 관
련 주체 간 거버넌스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농업인력육성
과 관련하여 가용한 각종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
역 지자체 단위에서 보면 교육기관으로 농업계 고등학교, 농업계 대학, 그
리고 지역의 전문대학이 있다. 연구·교육 기관으로 농업기술원, 10개 이상
의 기초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농민교육원, 농촌진흥기관 소속 연구소 등이
있다. 농지와 관련해서는 농어촌공사 지역본부가 있다. 농산물유통 및 자
금과 관련한 조직으로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지역농협과 농협하의 각종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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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센터, 농산물도매시장 등이 있다. 농업인력육성 측면에서 멘토링(선도농
가실습) 또는 인턴제도 등을 실행할 수 있는 농업마이스터, 현장실습교육
(WPL) 농가, 신지식농업인, 강소농 등의 선도농가와 농업법인 등이 있다.

그리고 기존에 농업과 관련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만들어진 각종 중간지원조
직(귀농귀촌지원센터, 마을만들기협력센터, 6차산업지원센터, 농촌활성화
지원센터)이 있다. 이밖에 농업 관련 민간컨설팅업체, 후방산업업체(비료,
농약, 사료, 종자, 농기계), 농식품 가공업체 등이 매우 다양한 조직들이 지
역 농업인력육성과 관련하여 역할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 주체
들과의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농업인력육성 계획 달성을 위한 구체적
인 사업 활동들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중장기적으로는 농업인력육성 계획
수립부터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수립할 필요가 있음). 기존 농정과 관련한
각종 위원회뿐만 아니라 농업인력육성 거버넌스 운영에 있어 청년농들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기존에 정착한 선배 청년농들과 새
로 들어오는 청년농들이 협의를 통해 그들만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정책을
직접 개발·관리할 수 있게 일정 정족수를 청년농에 배분(세부 분과를 마련
할 경우 청년분과 설치)해야 한다.
지역 농업인력육성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홍성군의 민관거버넌스 ‘홍성
통’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홍성통은 홍성군 농정발전대책 중 핵심과제로
2013년부터 추진되었다. 홍성내의 다양한 주체들 간 거버넌스를 구축·운영

하고, 다양한 관련 인재를 양성하고 조직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
여, 지역 경쟁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홍성통 2014: 3; 경산신
문 2016. 6. 21.; 마상진 외 2014: 49 재인용). 참여 민간 주체로는 권역단
위종합정비마을, 홍성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홍성군 농촌체험관광협의회
등이 있고, 행정에서는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을 주축으로 건설교통과(농
촌개발담당), 경제과(고용정책담당), 농업기술센터(농촌체험담당), 문화관
광과(관광담당) 등 민간 114개소, 행정 10개 부서가 참여 중이다(마상진 외
2014: 50-51; 경산신문 2016. 6. 21.)<그림 6-5>.

106

청년 창업농업인 육성체계 개선방안

<그림 6-5> 홍성통 참여 기관‧단체
농업
기술센터
교육정보

문당권역
내현권역 등
희망마을
(연안권8)
희망마을
(광천권3)

민간
마을기업
(3개소)

희망마을
(홍성권10)

기획
감사실
홍보

전문가
권역단위
종합정비마을 지역신문
(7개소)

분과
행정지원과
평생교육
도시건축과
공공디자인

친환경
농정발전
기획단

희망마을
협의회
(21개소)

건설교통과
농촌개발

홍성협동
사회경제
경제과
(’14.4월, 29명)
네트워크
고용정책
(24개소)
홍동면
홍성농촌
중간지원조직
체험관광
농업기술
문화관광과
(1개소)
협의회
센터
관광
(35개소)
농촌체험

사회적기업
(8개소)

협동조합
(2개소)

시민단체
(1개소)

자활,
복지기관
(5개소)

문화예술
단체
(2개소)

지역출판사
1개소

재능DB

농촌체험
관광지원센터
(중간지원조직)

농업농촌
(2개소)
체험농가
(17개소)

체험마을
(12개소)

지역외
단체 1개소

행정

협동조합
1개소

농업인
단체 1개소
교육농장
(6개소)

농업관련
교육단체
1개소

지역대학
1개소

자료: 홍성통(2014: 2); 마상진 외(2014: 50) 재인용.

2.5. 지역 단위 원스톱 창농지원조직 운영
창업농 육성체계의 완성은 지역 단위 원스톱 창농지원조직의 운영에 있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업인력육성 관련 주체들의 참여에 기반한 민
관 거버넌스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지역 단위 청년 창농뿐 아니라 귀농, 농
업 교육, 농업 고용 등의 역할을 포함한 농업인력육성 관련 업무 전반을
전담할 지원조직이 운영되어야 한다. 그래야 농업인력육성 지원이 안정적
이고 전문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원스톱 창농지원조직은 창농 상담→교육
→정착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기술·자본·사회적 지원이 패키지로 전

달되도록 지역 단위에서 전담하는 조직이다<그림 6-6>. 전담조직은 공무
원만으로 구성·운영되기보다 민간 전담자 채용이 필요하다(개방형 공무
원37제도를 활용하여 민간 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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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무원은 업무 이동이 잦아 깊이 있는 전
문성을 갖추기 힘들다. 기존 농업·농촌개발 관련 조직(귀농귀촌지원센터,
마을만들기협력센터, 6차산업지원센터,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통합·운영
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농어업회의소38의 주요 업무
로 설정할 필요도 있다.
광역지자체 수준에서는 농업계 대학, 도농업기술원 그리고 농업·농촌 관련
각종 민간 컨설팅 기관 등이 연계하여 청년 창농에 대한 보육(incubating),
기초 지자체 단위로 추진하기 힘든 품목별 (청년) 농업경영체 간 네트워킹
지원, 신규 창농자의 정착을 종합적으로 도울 코디네이터나 멘토 육성, 신
규 창농자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해야 한다(마상진·김종인·김경덕 2015:
83). 기초지자체 수준에서는 교육·기술지원(농업계학교, 농업기술센터, 지

역 전문대학, 사회농업교육기관, 민간컨설팅업체), 자금지원(농협, 농신보),
농지지원(농어촌공사), 사회적 지원(선도농, 농업법인) 관련 기관과의 연계
속에 지역 밀착형 창업·보육 및 역량 계발을 지원하고 신규 예비 인력을
발굴해야 한다. 지역 내 다양한 농업교육 활동을 조율하고, 농업 구인·구직
연계(계절 노동 포함) 및 농업 취업정보를 제공하며, 외국인노동자·일용직·
도시유휴노동력 등에 대한 기초 농업기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농
업법인체를 지원하고(전문인력 취업 및 경력교육, 근로자지원프로그램), 노
령농업인의 농장 활용(신규 취농자 연계) 활성화 지원 등을 구체적 역할로
삼을 수 있다(마상진 외 2013: 173).

37

38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개방형 직위)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
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
여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www.law.go.kr/국가공무원법>.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농
어업회의소 법제화가 약속되어 있음(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122). 김현권
의원실(2017)이 제안한 농어업회의소 법률안에 의하면 농어업회의소의 핵심
업무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농어업 관련 정책의 자문·건의, 농어업에
관한 조사·연구, 농어업에 관한 교육·훈련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을 설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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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2장 창농 관련 이론 고찰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본 교토부의 경우
광역 단위에서 농업회의소 주도하에 기존 농업비즈니스, 농지관리, 6차 산
업화, 신규 취농·귀농 및 농산업일자리 등의 업무를 통폐합하여 농업종합
지원센터라는 통합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 농업개량보급
센터(농업기술개발 보급 기능), 일본 농협(JA), 선도 농업인(후견인)과의 연
계를 통해 상담, 교육, 정착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그리고 농지·자금 지
원, 기술 지원 및 연수, 주택 지원, 후견인 지원 등의 제반 창농 장애요인
관련 지원을 통합적으로 하고 있다(김두환·마상진 2015).
<그림 6-6> 원스톱 창농지원센터 모형

기초지자체 단위의 중간지원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는 홍성군과 예산군의
‘2030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시스템’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그림 6-7>. 홍

성군과 예산군은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을 통해 올해
부터 ‘2030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사업’을 시작하였다. 청년 세
대 창농을 ‘관심-탐색-준비-심화-독립’의 5단계로 나누고 일학습 병행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농업에 종사하려는 청년에게는 ‘귀농 창업’을, 농사
를 짓지 않고 귀촌하려는 이들에게는 ‘농촌형 일자리 취업·창업’을 연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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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두 가지 교육과정을 지원한다. 청년농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은 귀농
창업을 선택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인턴(6개월)-심화(1년)-독립(최장 2
년)의 장기 교육프로그램으로 교육과정 중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셰어
하우스를 제공하고, 다른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교육생에게 30만~80만 원
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삼선복지재단 2017: 57-58). 한 개 기초지자
체가 가지고 있는 지역 물적·인적 자원이 한계가 있을 경우 이와 같이 인
근 권역별로 연계하여 운영을 하는 것도 시도할 수 있다.
<그림 6-7> 홍성·예산 2030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체계

자료: 삼선복지재단(2017: 58).

지역 단위 원스톱 창농지원조직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창농 상담-교
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판로 개척과 더불어 정착까지 지원해 주는 것
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영실습농장의 운영을 책임 있게 수행해야 한다. 기
본 창농 교육 이후 농업경영실습을 해볼 수 있는 공간을 제공받아 자기 책
임하에 운영해보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가 한경대학교와
농협대학에 의뢰하여 운영하는 팜셰어(Farm Share) 사업은 경영실습농장
의 모범 사례라 할 수 있다. 경기 팜셰어는 그동안 도내에서 산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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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되는 귀농 창업교육으로는 농업의 가변적 현실 적응이 어렵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 영농기반이 없는 창업 성공이 불확실한 사람을 대상으
로 경기도형 시설하우스에서 작물재배·유통·판매 모의 창업 및 단계별 1:1
컨설팅 등을 실시한다. 생산부터 유통·판매까지 비닐하우스 1개동을 대학
교수, 품목별 전문가에게 자문해 자기 책임하에 실습해보는 것이다. 경기
팜셰어 협동조합 구축으로 생산자·소비자 신뢰 구축 및 직거래 판매도 해
보고, 공공 가공시설 활용으로 농산물 가공 판매도 해본다. 또한 팜셰어 농
장을 관광화하여 근거리 도시민의 농촌 관광(체험·힐링) 활용 및 소비자와
의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마상진 외 2017: 93). 이와 같은 경영실습농장은
다양한 창농 전문가 동원이 관건이기에 기초지자체 단위로 운영하기에는
무리일 수 있다. 광역 또는 광역 내 지자체 간 연계 권역별 운영이 적절할
듯하다.

경기도 팜셰어(Farm Share)
(설립취지) 농산업 분야 창업 의지가 뚜렷한 자를 선발하여 전문기술교육, 선도농업인과 1:1 멘티·멘토, 전문가 진단
및 컨설팅 모의창업 기회를 부여한다. 영농 초기 1~2년차 재배관리 실패율 저감을 위한 사전 영농 노하우를 습득하도록
한다.
(사업내용) 품목별 최신영농기술교육 및 전문가 진단·컨설팅, 총 31회차 교육 추진(품목 및 분야별 최고 전문가 초빙),
156시간 이수가 진행된다. 품목별 선도농가와의 1:1 멘티, 멘토 학습, 1인 교육기간 중 5회 제공, 총 11명×5회=55회
제공(1인 40시간 이수)된다.

선발
(6월)

품목선정
(7월)

응시
심사
입학

농업이해
농업구조분석
농림지원사업
소비시장분석
기초경영관리
품목기초교육

→

자료: 이암허브(2017: 44-45).

모의창업
(7~12월)

시장진출
(9월~계속)

성장
(12월)

창업계획수립
1차 생산물 마케팅 및
성공, 실패 요인
주력품목
→
→
→
홍보
분석
자기학습계획 개발
농산물 수매
경영진단컨설팅
농장분양
직거래장터
차후년도
기반조성
수익분석
사업계획 반영
농장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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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창농 유형별 맞춤형 지원 사업
앞선 장들에서 살펴보았듯이 창농 유형에 따른 차별화한 지원이 필요하
다. 청년 창농 유형은 앞서 창농 관련 이론에서 고찰했듯이 크게 부모로부
터 경영기반을 승계하는 경우와 신규로 창업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신규 창업의 경우를 김중기(2016)의 분류와 국내외 관련 사례
를 참조하여 법인 취업 후 창농형, 임대농장 창업형, 제3자 승계 창농형,
공동창농형 등으로 유형화하였다<그림 6-8>.
<그림 6-8> 청년 창업농 유형

□ 승계 창농형
우선 승계 창농의 경우 청년농이 전문성을 갖춘 상황에서 부모 세대의
경영기반을 좀 더 이른 시기에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
선 분석 결과를 보면 승계 창업농의 경우 부모님과의 경영상의 갈등이 많
았다. 적절한 시기에 농가의 경영이양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 연구에서 농
업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60~70대 고령농의 경우 경영이양 시점의
후계자 나이가 40대 중반이 넘었다.39 현재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를 중심
으로 실시되고 있는 ‘영농승계농가 특화교육과정’40(한국농업연수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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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더욱 확대하고, 동시에 고령 농업인이 후계자 또는 제3자 승계자에게
조기 승계할 경우 직불금, 조세 혜택 등의 인센티브가 보다 획기적으로 부
여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경영주와 후계자 사이에 경영 분담, 수익 분배,
근로 조건, 장래 경영이양 등에 관한 협약, 즉 가족경영협약 체결 지원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김정호 외 2005: 112).41

□ 제3자 승계 창농형
제3자 승계 창농은 후계자가 없는 농가의 영농기반 및 영농노하우를 가
족 이외의 사람에게 전달하여 농업 경영을 상속하는 경우이다. 현재 우리
나라 농가의 후계자 확보율은 10% 수준으로, 50% 수준의 일본에 비해 턱
없이 낮다. 농가 승계율을 1%만 높이더라도 1만 농가가 신규로 확보되는
효과가 있다. 신규 창업농의 경우 농지가 가장 큰 진입장애 요인임을 감안
할 때 후계자를 확보하지 못한 농가의 노후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안심하고
경영 의지가 높은 유능한 제3자에게 승계를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의 농업인 설문조사 결과 제3자 승계 제도 도입에 대한 긍정적
인 태도를 가진 농가가 43.0%42였다. 제도 설계만 잘 된다면 신규 농업인
확보에 중요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EU의 공동농업정책
(CAP)의 조기은퇴제도(Early Retirement Scheme)(마상진 외 2017: 62), 미

국의 농장연계 프로그램(National Farm Transition Network)(마상진·정기환

39
40

41

42

60대 농업인 46.2세, 70대 농업인 54.8세 등이었음.
영농승계 의지가 있는 경영주(부모) 및 승계자(자녀)가 함께 교육을 받는 것으
로 2박 3일 과정(20시간)으로 상속 세무·자산 회계·법률 컨설팅, 경영이양 계획서 작
성, 부모-자식 간 경영협약, 부모-자식 간 의사소통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프랑스에서는 공동경영인제도, 일본에서는 가족경영협정제도로 운영되는데 농
가 경영주와 배우자 또는 후계자가 노동에 따른 보수, 노동시간, 휴가, 경영승
계 등의 조건에 합의하고 문서로 작성하고, 지자체 또는 농업관련단체의 장이
참관인으로 날인하고 있다(김정호 외 2005: 112).
연령대별로 50대는 44.6%, 60대는 37.8%, 70대는 37.1%가 제도 도입에 찬성을
하였다.

청년 창업농업인 육성체계 개선방안

113

2008: 103), 일본의 농업경영승계사업은 모두 제3자 승계 창농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일본의 농업경영승계 사업
일본의 농업경영승계사업은 농장을 물려받을 후계자가 없는 농업인과 신규 취농 청년을 연결해 농장을 인수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전국농업회의소의 전국신규취농상담센터가 정부 지원을 받아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경영승계할
신규 취농자와 경영이양할 농업인을 모집하여 1~2주 농장 사전체험 후(복수 농장에 경영승계 파견을 갈 수 있음. 체험비
용으로 농장주에게 건당 2만 엔 지급), 양측의 경영승계가 합의되면 농업기술과 경영승계 연수(6개월~2년)가 실시된다.
연수기간에는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연수자에게는 매월 9만 7000엔, 농장에게는 연간 최고 12만 엔이 지원된다. 연수가
시작되면 지역농업위원회, 농협, 관계기간 등이 참여하는 코디네이터를 설치해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사업에 대한 조언을
한다(경영이양을 위해 필요한 농지, 농기계, 농업시설, 주택 등에 대한 감정평가도 실시). 안심하고 경영이양·계승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승계 매뉴얼을 만들고 필요할 경우 세무사 등 전문가를 파견해 재산 권리 관계도 명확하게 관리한다.
농업인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5년 이내에 경영을 중지하고 양도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경영승계 희망자에게 농업
기술, 경영노하우 습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승계 희망자에게 자산과 부채 상황을 포함한 경영 상황을 적극 공개한다.
또한 승계 후 경영이 순조롭게 영위하도록 필요한 조언을 하고 판매처와 브랜드, 신용 등 무형 자산도 상속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경영승계 합의서를 작성하면 경영승계가 시작된다. 경영승계는 양측 합의에 의해 이뤄지며 즉시 승계,
공동경영후 승계, 법인 설립승계 등의 방식이 있다.
자료: 귀농인(2017. 4. 14.); 日本 農林水産省(2014).

일본의 경우 일정 기간의 연수 및 공동경영(법인, 농가)(이 기간 연수비
용이 연수자, 경영이양자에게 지급)을 거쳐 승계를 하도록 하고 있었다<그
림 6-9>. 아직 국내에는 이와 같은 창농 방식이 보편화되어 있지 못한데,
제도적 보완을 통해 이러한 모형 확산이 필요하다. 제3자 승계 창농 확산
을 위해서 현재의 경영이양직불금제도 보완이 우선 필요하다. 경영이양자
가 신규 창농자에게 임대 또는 매도 형태로 경영이양을 하는 경우, 경영이
양자는 국가로부터 5개년의 경영이양직불금을 일시금으로 받도록 한다. 신
규 취농자는 취득한 농지에 대해 사후적으로 농지은행으로부터 장기임대
차사업 지원 또는 농지매매사업 지원을 받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김수석
외 2016: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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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일본의 농업경영승계사업 모형

자료: 中央農業総合研究センター(2008).

□ 법인취업 후 창농형
법인취업 후 창농형은 농업법인에 일정 기간 취업하여 인건비를 받고 법
인 일을 도우면서 영농기술과 경험을 쌓은 후 법인이 가지고 있는 각종 네
트워크를 이용하며 창업하는 유형이다. 창농 이전에 취업의 형태로 농업을
시작하도록 돕는 제도적 모형은 일본에서는 이미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되
었다. ‘농의 고용’사업은 신규 취농 희망자들이 농업법인에 우선 취업해서
상당 기간 영농기술을 배운 후, 회사 인근 지역의 토지를 취득하여 정착률
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무엇보다도 영농기술을 배우는 동안 급여를 받아
농촌에서의 생활을 지속할 수 있어 효과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마상진
외 2010: 134). 고용하는 법인에게 1인당 최장 2년간 연간 최대 120만 엔을
지급하고 취업자(45세 미만이면서 취농을 전제로 선진농가나 법인에서 연수
하는 이)는 2년간 연간 120만 엔을 지급한다(최대 4년간 가능, 3년 이후는
최대 60만 엔 지급)(마상진 외 2017: 82).
국내에도 관련 사례가 있다. 괴산 흙사랑 영농조합(마상진 외 2017: 86)
은 2001년부터 괴산 감물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해 온 영농조합법인
으로 현재 회원농가 60호에 2014년 매출액 18억 원으로 감자, 옥수수, 채
소, 잡곡, 콩나물 등 약 50여 종을 재배한다. 흙사랑은 중간 관리 또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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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를 귀농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왔다. 귀농자가 법인 실무자
로 2~3년간 일하면서 지역을 파악하고, 이후 지역에 농민으로 정착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난 10년간 이러한 방식으로 귀농한 가구는 약 15가구나 된
다. 이들은 현재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법인 회원과 각 마을 모임의 주요
간부로도 활동하고 있다(마상진 외 2017: 87).
현재 농업경영체 전문인력지원사업을 통해 일부 취업을 창업 모형이 운
영되고 있지만 앞서 분석된 바와 같이 현장의 높은 호응43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 형태로 소규모로 운영이 된 한계가 있었다. 향후 농업법인에서
일정 기간 실무 경험을 거친 후 창농을 하도록 유도하는 농업인턴제도가
좀 더 광범위하게 확산될 필요가 있다. 농업경영체 전문인력지원사업이나
현장실습교육(WPL) 등 다양한 교육 경험을 가진 농업법인들 또는 품목생
산자단체들을 발굴·육성하여 내실 있는 농업 분야 현장중심훈련(OJT)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임대농장 창농형
임대농장 창농형은 영농기반이 없는 창업농에게 창업초기 일정 기간 자
기 책임하에 농업경영 연습 공간을 마련해주고 이후 독립하도록 하는 창업
모형이다. 앞서 지자체 원스톱창농지원센터의 중요한 기능으로 소개한 경
영실습농장과 유사한 모형이지만, 경영실습농장은 농업인이 되기 이전, 즉
농업경영체 등록 이전 단계의 모형이고 임대농장은 해당 농장에 대한 농지
원부를 바탕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이후에 실시되는 모형이다. 이와 관련하
여 2016년부터 지역의 유휴 비닐하우스를 고쳐서 귀농 청년에게 2년 동안
임대해 주는 고흥군의 ‘청년창업농장’사업은 매우 선도적인 사례이다(삼선
복지재단 2017: 47). 지역의 유휴 비닐하우스를 구하여 소유주와 5년간 임
대협약을 맺고, 2,500만 원 내의 범위에서 비닐하우스를 개보수한 후, 영농
43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을 활용해 본 법인체 중 61%가 매출액 증
가에 도움이 되고, 인력부족 문제 해결(87.0%), 이직률 감소(59.7%)에 도움이
되었다 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음(마상진 외 2016: 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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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희망하는 청년과 소유주가 2년간 임대계약을 맺도록 알선한다. 첫 해는
임대료를 무상으로 하고, 2년째부터는 임대료와 시설물 수리비 등 제반 경
비를 청년이 자부담하도록 한다. 고흥군 청년창업농장은 기존 중앙정부 사
업과 지자체 자체 사업을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창농을 돕고 있다. 사
업기간에는 선도농가현장실습 지원사업을 연계하고, 사업 완료 후에는 지
자체자금(농어촌진흥기금, 소득지원기금)과, 중앙정부사업(귀농인 영농창
업자금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농지은행)을 연계하도록 지역의 관
련 주체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마상진 외 2017: 91). 이
사업은 2017년 하반기부터 전라남도 전체 사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농협은 2016년 축산업 분야에 창농자에게 임대농장을 지원하는 축
사은행사업을 시작하였다.
이처럼 임대농장 창농 모형은 지역의 고령농의 농지와 시설, 지자체 소
유의 유휴지를 활용(지자체가 기본 농장시설을 보수)하여, 지자체가 일정
조건을 갖춘 신규 창농자에게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임대해 주고, 유통뿐
아니라 기술교육 및 정착 지원 관련 사업을 사업 전후 과정에서 유기적으
로 매칭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농협 축사은행
축사은행은 고령화 등으로 자신이 직접 경영하기 어려운 축사를 조합에서 매입하여 시설 개선을 통해 자기자본이 부족
한 신규 축산인에게 임대 운영(임대기간 만료 시 인수 원칙)함으로써 신규 축산인의 축산업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운영방향) 임대(기간, 임대료), 매각 방식 등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조합이 농가와 충분히 협의하여 자율로
결정한다. 임대료의 경우, 운영에 필요한 최소 소요비용으로 산정(임대수입을 통한 수익사업이 아님을 유념)한다.
(자금 지원) 지원액은 대상 조합 시설투자(토지+축사) 해당액 이내이고, 지원기간은 1년간이며 사업성과, 지원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최대 3년까지 재지원한다.

자료: 농협 축산경영부(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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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창농형
공동창농형은 개인이 가진 전문성, 자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업
방향에 뜻을 같이하는 동료와 팀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창업하는 모형이다.
창업 초기 생각이 같은 동료의 발견은 다양한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일반
산업 분야에서도 창업 품목이나 지역과 관련해 창업자에게 인적 네트워크
나 실무 경험이 풍부하지 않을 때 개인창업보다는 공동창업(팀창업)이 권
장된다. 공동창업자로서의 팀원은 창업기업이 위기에 닥쳤을 때 무보수로
함께 버텨줄 든든한 지원자가 되기도 하고, 투자 유치나 외부지원을 받고
자 할 때 장점이 있다(황보윤 2015). 농업 분야도 공동창업자가 각자 창업
자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면 자금 규모가 더 클 뿐만 아니라, 농업법인체를
설립할 경우에는 훨씬 큰 규모의 창업 투자가 가능하고, 다양한 세제(소득
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 혜택을 볼 수 있다.
공동창농 모형의 사례로 농업회사법인 ‘록야’를 들 수 있다. 강원대에서
농업자원경제학, 원예학을 전공하고 2006년 농대 영농정착과정을 통해 처
음 만난 박영민·권민수 공동대표는 강원도의 대표적 작물인 감자로 성공한
농업기업을 만든다는 계획을 세우고 2011년 회사를 설립하였다. 이들은 감
자 중에서도 한입에 먹기 좋아 소비자가 선호하는 ‘꼬마감자’를 눈여겨 봤
다. 당시만 해도 농민들은 면적당 생산량이 일반 감자에 비해 적은 꼬마감
자 생산을 기피했다. 두 사람은 육묘장을 이용하여 꼬마감자의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을 찾아내었고, 노지에서 일반 감자를 재배했을 때의 5배, 꼬
마감자의 경우는 10배로 생산량을 증가시켰다. 이들은 계약한 농가에 새로
운 꼬마감자 재배법을 전수했고 2013년 특허도 받았다. 이후 대형 편의점
업체와 협업해 꼬마감자를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간편가정식 제품을
개발했다. 2명으로 시작했던 ‘록야’의 임직원은 현재 10여 명으로 늘어났
고, 지난해 매출은 60억 원을 넘어섰다(동아일보 2016. 8. 11.).
고령화된 농촌에 농작업을 대행해주는 농기계작업형 창업, ICT(정보통
신기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그리고 BT(바이오기술)·관광 등 융·복
합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농식품 분야 창업에 있어 공동창농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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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청년농 기본생활자금 지원
청년 창농자들에게 정착초기 일정기간 기본생활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앞서 분석된 바와 같이 청년농, 특히 신규 창농자의 경우 정착초기에
기본 생활자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 영농경력 4년 이전까지는 농가 평
균소득에 미치지 못하였고, 신규 창업농의 경우 절반이 가구소득이 1,000
만 원 이하였다. 그동안 영농초기 소득 지원의 필요를 농촌 현장에서는 많
이 제기하였고 이에 강원도 귀농인 정착지원금(2015~), 충남 창농안정지원
사업(2017~), 전북디딤돌청년협업농장(2017~)(마상진 외 2017: 88, 92, 96)
등 지자체 중심의 기초생활자금 지원사업이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서도 프랑스,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국가 차원의 청년 창농자 지원제
도 도입(청년 영농정착지원금제도 2018년부터 도입)을 약속하였다(국정기
획자문위원회 2017).
청년 농업인뿐 아니라 일반 농업인들도 청년농에 대한 기본생활자금 지
원제도 도입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었다. 이 연구에서 실시한 청년농, 일반
농 설문조사 결과, 일반농은 청년들에게 정착초기 일정 기간 기본생활자금
을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57.5%가 찬성(보통 22.6%, 반대
20.0%)하고 청년농은 78.1%(반대 8.2%)가 찬성했다. 지원 대상 연령, 경

력, 월 지급금액과 관련해서 35~40세, 영농경력 3년 이하, 100만~120만 원
을 지급해야 한다는 반응이 가장 많았다<표 6-1>. 이 연구에서 설정한 청
년 농업인 정의에 부합하는 결과였다. 지급금액은 일본의 청년취농급부금
수준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고, 우리나라 도시 근로자 최저임금 수준과도
어느 정도 맞았다.44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초기 기본 생활자금을 지원한다
고 할 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월 100만 원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44

2016년 최저임금(6,030원)×연평균 근로시간(2,123시간)=1,280만 원→월 107만 원
(마상진 외 2017: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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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청년농 기본생활자금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에 대한 의견
단위: %
대상자
연령

조사 대상
청년농

대상자

일반농

경력

조사 대상
청년농

지급액

일반농

(월)

조사대상
청년농

일반농

제한 없음

17.7

24.7

제한 없음

19.6

11.6

30만 원 내외

6.9

10.2

35세 미만

36.5

19.0

1년

13.5

13.1

50만 원 내외

18.7

31.0

40세 미만

31.0

27.5

2년

16.1

22.5

75만 원 내외

10.7

11.7

45세 미만

9.5

10.2

3년

28.8

33.8

100만 원 내외

28.2

33.5

5.4

18.6

5년

22.0

19.1

120만 원 내외

35.5

13.6

100.0

100.0

합

100.0

100.0

합

100.0

100.0

50세 미만
합

자료: 이 연구의 청년농, 일반농 설문조사.

기본소득 관련 연구에 의하면(오준호 2017) 경제적 취약 계층은 소득 불
안정으로 빚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과도한 생존 고민과 단기적 사고 증가
로 네트워크가 단절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 이들에게 기본소득이 확보
되면 삶의 안정감 확대 및 장기적 투자 가능, 여가생활 확대, 지역사회 기
여 및 사회 참여활동 증진 등을 기대할 수 있고, 그로 인한 공동체가 활성
화될 것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설계하는 청년 영농창업지원금제도는 청
년농 중에 일정 조건을 갖춘 이를 선별해서 지급하는 것이라서 엄밀한 의
미의 기본소득제도는 아니다. 하지만 당초 기본소득이 추구하는 긍정적 효
과가 이 제도를 통해서 발현되기를 기대한다면 과도한 통제·간섭보다는,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장기적 농업구조정책 및
농업인력육성정책의 방향을 실천하도록 하고 이들이 좀 더 지역에서 다양
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의 관점에서 이행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EU의 농업정책(pillar1) 차원에서 청년농업인직불금(Young Farmers
Direct Payment) 외에 농촌정책 차원(pillar2)에 국가 자체적으로 40세 미만

청년농 전부에게 보조금(Dotation Jeunes Agriculteurs: DJA)을 주고 있는
프랑스는 청년농들에게 수혜기간 동안 경영발전계획(Le Plan d’Entreprise:
PDE)과 자기계발계획(Le Plan de Professionnalisation Personnalise: PPP,

맞춤형 전문화 계획)을 이수하도록 하고, 회계장부 작성을 의무화하며, 지
속가능한 농업 차원에서 농장시설 환경보호 규정과 보건, 위생, 동물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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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전업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것 이상의 과도한 요구는 하고 있지 않았다.

외국의 청년농 지원자 의무이행 사항
○ 프랑스 신규취농보조 대상자
- 5년간 영농 종사
- 맞춤형 전문화 계획(PPP) 및 경영계획(PDE) 이행
- 회계 장부 작성(5년)
- 모든 농장시설은 환경보호 규정 준수(3년)
- 보건, 위생, 동물복지 기준 충족(3년)
○ 일본 청년취농급부금 대상자
- 연수계획서 심사와 면접을 통해 취농 의지를 철저히 확인하고 연수 실시계획 및 취농 계획의 구체성 점검, 연수처가
교육 전문성이 있는지에 대한 지자체를 통한 인증 강화. 신규 취농자에게 정기보고의무 부과
- 준비형: ① 적절한 연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부 주체가 교육 계획에 의거하여 필요한 기능을 습득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② 연수 종료 후 1년 이내에 원칙 45세 미만으로 독립·자영 취농 또는 고용 취농하지 않은 경우 ③
(1) 교부 기간의 1.5배(최소 2년)의 기간 독립·자영 취농 또는 고용 취농을 계속하지 않는 경우 (2) 부모와 취농자의
경우: 취농 후 5년 이내에 경영 상속하지 않은 경우 또는 농업 법인의 동업자가 되지 않은 경우 (3) 독립·자영
취농자: 취농 후 5년 내에 인정농업자 또는 인증신규취농자가 되지 않은 경우
- 취농 상황 현지 확인 등에 의해 적절한 농업경영을 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예: 취농 계획 달성에 필요한
경영자산을 축소한 경우, 경작해야 할 농지를 유휴화한 경우, 농작물을 적절히 생산하고 있지 않은 경우, 농업생산
종사일수가 일정(연간 150일 및 연간 1,200시간) 미만인 경우, 개선지도를 받았으나 개선하지 않는 경우 등) 급부
정지
- 취농 상황 보고: 준비형의 경우 ① 취농상황 보고 ② 주소 등 변경 신고 ③ 취농 보고, 경영개시형의 ① 취농 상황
보고(6개월 단위 연 2회), ② 주소 등 변경보고: 급부 기간 내 및 급부기간 종료 후 3년간
자료: 마상진 외(2017: 107).

이후 이 사업의 효과에 따라 영농경력에 상관 없이 청년농 전체 또는 유
럽(소농직불, 청년직불)처럼 일정 조건을 갖춘 농업인 전체에 직불금의 형
태로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제도 확산 또는 축소(폐지)의 타당성 확보 차원
에서라도 청년농 대상 기본생활자금 지원에 따른 다양한 효과가 면밀히 분
석될 필요가 있다. 청년농들이 어떤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고, 이를 통해 개
인 삶과 농촌 사회에 어떤 변화(경제·사회·문화)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추
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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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청년농 삶의 질 지원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에 따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

한 다양한 정책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청년농의 특성이 반영된 삶의 질
개선대책이 보다 정교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 앞선 청년농에 대한 기본
생활자금 지원은 청년농의 삶의 질 차원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원이지만,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
를 보면 청년 농의 삶의 질 만족도는 가구소득 등 경제적 요인보다는 멘토
링, 지역사회활동과 같은 사회적 요인과 관련성이 높았고, 지역의 일꾼으
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였다. 청년 농업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삶의
질 제고 보장 차원에서 청년농에 대한 휴가지원제도와 청년농 네트워크 활
성화를 제안한다.
청년농 휴가지원 제도를 통해 청년농들이 바쁜 영농활동에서 벗어나 자
기계발, 가족과 지역에 봉사할 시간적 여유를 공식적으로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실시되고 있는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농림축산
식품부 2017b)의 확산이 필요하다.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으로 영농활
동이 곤란한 경우나 65세 이상 노인, 수급자,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이 사업을 청년 농업인들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프랑스는 농업인 도우미 제도(Service de Remplacement)45
가 있어 질병, 여행, 훈련, 임신 및 육아휴가, 농민단체 활동 등의 시간에
대체 인력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안전 욕
구 충족, 자기 계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프랑스 청년농업인 협회
(CNJA), 농업회의소 상설회의(APCA), 전국 농업공제 금융협동조합 연합

회(CNMCCA), 전국 농업경영자 연맹(FNSEA) 등이 주도하여 1972년부터
시작되었다. 서비스 비용은 정부 지원, 단체 보험, 농업인 자기 부담 등을
통해 지불된다. 청년농에 대한 기본생활비 지원이 경제적 여유를 주는 것
이라면 청년농 휴가지원 제도는 사회적 여유를 부여하는 것이다. 청년농들
45

<https://servicederemplacement.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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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본적 복지뿐 아니라 전문성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참여 확대를 위
해서라도 청년농에 확대 적용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청년 농업인 간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도 필요하다. 농촌의 고령화가 심
각하여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면지역의 경우 네 개 마을당 한 명꼴로 청
년 농업경영주가 있는 현실에서 이들의 다양한 문화·사회적 욕구를 충족시
킨다는 차원에서 동료 집단형성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관에서 관리하
는 영농 4-H와 같은 기존 농촌 청년 조직 활성화도 필요하지만, 지역 단위
로 자발적인 청년 조직 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전북청년농업
CEO협회, ZIOCOOP(전남청년농부유통협동조합)를 들 수 있다. 2017년 3월

결성된 전북청년농업CEO협회의 경우, 지역 내 청년농업인 간 정보교류,
역량 있는 청년농업인 발굴과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청년농업인
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조직으로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를 조직의 역할로 정
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청년농업CEO협회는 올해 회원 역량
강화를 위한 마케팅, 세무, 회계 등 경영교육을 실시하고 회원DB를 구축해
농업 관련 정보제공서비스를 실시한다는 사업계획을 세웠다. 이와 함께 회
원들의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직거래장터 등을 개최하고 전문농
업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농업 관련 포럼을 연다는 계획을 세웠다(귀농
인 2017. 3. 28.). 행정이 관리하는 농업인 조직의 경우 사무공간 및 관련
활동비 지원 등의 지원을 받기도 하지만 관의 필요에 의해 통제 또는 동원
되는 수동적 조직 운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청
년농 조직은 최대한 자발성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 지
원이 이뤄져야 한다.

2.9. 농업 이미지 제고 및 예비 창농인 저변 확대
이상의 청년 농업인 육성체계 마련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와 더불어 장기
적인 안목에서 농업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제고 및 예비 창농인 저변 확대
를 위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국민들에게 농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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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을 환기시키는 전국 단위 연례행사 추진을 제안한다. 전국 단위 농
업 관련 행사가 많이 개최되고 있지만 국민적 관심을 받으면서 개최되는
행사는 거의 없다. 프랑스는 매년 파리농업박람회(Salon International
Agriculture)46를 개최한다. 프랑스 대통령 및 주요 유명 인사들이 참여하는

국민 축제로 농업박람회가 농업 분야, 기자재 분야, 축산업 분야, 영농과학
기술 분야, 낙농업 분야, 식품 분야 등 총 6개 범주로 구성되어 매년 파리
에서 개최된다. 우리도 매년 전남도 주최로 국제농업박람회가 개최되지만
전국민의 관심을 끌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제농업박람회를 전남도 단위 행
사에서 중앙정부 행사로 격상시키고 대통령과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여하
는 대국민 행사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농업을 알고, 지지하고,
나아가 농업에서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고 농업인이 되고 싶은 층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
전국민적 농업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켜 초·중등학생 그리고 일반인을 대
상으로 교양교육 차원의 농업에 대한 각종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체계화
함으로써 국민들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농업정책에 대한 지지자
를 확보하고, 나아가 잠재적 신규 창농자의 확보까지 기대할 수 있다. 초·
중·고 교과 교육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체계적 농업교양교육체계의
수립과 더불어 학생 4-H와 같은 청소년 학생 동아리 활동을 강화하고, 농
업·농촌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에게 숙소와 일을 제공하면서 기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농촌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베이스캠프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삼선복지재단 2015: 124).

46

<https://www.salon-agri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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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청년농 정기 실태조사
마지막으로 청년 농업인 정책의 과학적 관리와 정책 정교화를 위해 청년
농업인 실태에 대한 정기 조사를 제안한다. 현재 농업(총)조사, 농가경제조
사, 농업경영체DB 등을 통해 청년 농업인의 각종 경영 실태가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청년농업인 관련 정책을 설계하기에는 자료 대표
성이나 조사 항목 등에 한계가 많다. 청년농이 어떤 경로를 통해 유입·퇴
출되고, 이들의 경영, 교육, 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보다 면밀한 파악이 필
요하다. 일본은 2000년대 후반부터 신규 취농자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
고 있으며,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신규취농급부금 제도와 중요한 청년농
지원제도의 설계를 하였으며, 정책성과 평가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
다. 우리나라도 2016년부터 귀농· 귀촌 실태조사를 시작했지만, 청년농 표
본이 전체를 대표할 수 없을 정도로 적고, 귀농 이외 다양한 경로로 영농
에 진출하는 청년농의 수요를 다 분석할 수 없는 구조이다. 보다 과학적인
청년농 지원정책의 정교화를 위해서 청년 농업인에 대한 정기실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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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이 연구에서는 관련 선행 연구들의 연구 제안을 재검토하고, 창농 관련
이론 검토를 통해 연구 분석의 틀과 방향을 점검하며, 청년 농업인의 정착
실태와 요구에 대하여 창농 유형별, 정착 단계별로 차별화된 분석을 실시
한 후, 창업농 관련 정책에 대한 분석 및 관련 사례를 토대로, 고령화시대
청년 창업농업인 육성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① 창업농 관련 이론을 고찰한다, ② 청년 농업인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변화를 전망한다, ③ 청년 농업인의 정착 실태를 분석한다, ④ 청년 창업
농 육성정책 및 제도를 분석한다, ⑤ 청년 창업농업인 육성체계 개선방안
을 제시한다’ 등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관련 연구 및 통계 분석, 전문가 협의회 및 개인 면담, 사
례 조사, 설문 조사 등의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관련 연구 및 통계 분석
을 통해 창업농 관련 이론(창업농 의미와 유형, 창농 장애요인, 창농생태계)
을 정리하고, 창업농 육성정책과 관련 자료를 분석하였다. 관련 통계로 청
년농 현황과 전망, 청년농 정착 실태 등과 관련한 농업총조사, 농가경제조
사, 농업경영체DB 등을 분석하였다. 전문가 협의회 및 개인 면담을 통해 청
년농 정착 실태 및 요구, 청년농 육성정책과 관련한 질적 자료를 수집하였
다. 지방자치단체 청년농 육성 관계자, 농지은행, 자금지원 등의 담당자 그

7장

제

126

요약 및 결론

리고 농업진흥기관에서 기술지도, 농업인 교육 담당자, 그리고 중앙정부 정
책 책임자 등 청년농 육성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및 청년농업인 등으로 구성
된 전문가 협의회와 개인면담을 실시하였다. 사례 조사를 통해서 청년농 정
착의 과정 및 벤치마킹할 만한 국내외 청년농 육성정책이나 사업 사례를 수
집하였다. 청년농의 경우 경영기반 승계 여부 및 농업계 학교 졸업 여부에
따라 네 가지로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청년농에 대하여 영농시작 계기, 전
문성 개발, 영농기반 마련, 인적 네트워크 형성 과정 등을 분석하였다. 청년
농 육성정책을 활발히 펼치는 프랑스와 일본 등 선진 농업국의 사례 그리고
우리나라 지자체 및 민간의 우수 사례를 조사하였다. 설문 조사를 통해 청
년농 유입 경로 분석, 창농 유형별, 창농 단계별 정착 실태 및 장애요인 분
석, 농가 경영승계 실태, 청년농 육성정책 분석 등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
였다. 청년 창업 준비자 조사는 미래농업선도고교, 농대영농특성화사업 참
여 대학 농고·농대생을 대상으로 창농 준비 상황과 청년농 육성정책에 대한
평가와 요구를 내용으로 이뤄졌다. 청년 창업농 조사는 영농 4-H회원을 대
상으로 전문 조사업체(칸타코리아)에 의해 창농준비, 농업경영 실태, 지역
활동 및 삶의 질 실태, 청년농 육성정책 평가와 요구 등의 내용으로 이뤄졌
다. 일반농업인 조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신원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
경영 실태와 삶의 질, 은퇴계획, 청년농 육성정책 평가와 요구 등에 대하여
수행되었다.
제2장에서는 창업농 관련 이론을 고찰하였다. 선행 문헌 고찰을 통해 창
업농의 의미와 유형, 창농 장애요인, 창농생태계 관련 이론을 정리하였다.
창업농업인이란 새롭게 농가를 창설하고 기존 농업인의 평균 경영 수준에
이르기 전 단계의 농업인으로 창업 당시 영농기반 소유 여부에 따라 승계
창업농 및 신규 창업농으로 나눌 수 있었다. 창업농들은 안착 전까지 다양
한 어려움을 겪는데, 크게 자본적 요인(영농기반·시설, 운영자금), 기술적
요인(생산기술, 경영, 마케팅), 사회적 요인(인적네트워크, 주거 마련 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창농생태계는 창업농이 영농 및 지역사회 활동을
하면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지역의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 유기적 네트
워킹을 통해 통합적으로 해결하자는 시도라고 정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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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에서는 청년농의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변화를 전망하였다. 관련
통계와 이 연구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청년농 유입 현황과 경로, 경영승계
와 그 관련 요인 분석 그리고 향후 청년농 전망을 하였다. 분석 결과, 농업
뿐 아니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정도로 청년 농가 수가 적은 수준
이고, 외국과 비교해 봐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향후 현재 수준보다 매년
1,000명 규모로 신규 창농이 있어야만 현재의 청년 농업경영주 감소 추세

가 전환될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청년농의 정착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실시한 설
문조사 및 기존 관련 통계 분석을 통해 주영농품목, 농외활동 그리고 영농
규모, 농업매출과 소득 등 영농 실태와 지역사회 활동과 삶의 질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청년농 성공정착의 관련 요인과 정착 애로사항을
분석하고, 정착사례를 분석하였다. 신규 창업농과 승계 창업농은 품목, 영
농기반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 신규 창업농의 경우 영농 초기 소득이 승
계 창업농에 비해 매우 낮았지만 3년차 이후 격차가 완화되고 있었다. 청
년농의 성공 정착 관련 요인을 경제적 관점, 삶의 질 관점에서 분석한 결
과, 청년농의 가구소득은 영농 규모외 창농 전 법인 경험, 경영장부기록과
관련성이 높았고, 삶의 질은 경제적 요인보다는 멘토링 경험, 지역사회로
부터의 인정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이 관련성이 높았다. 청년 창업농 중에
10% 내외가 정착을 못하고 이주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특히 신규 창농자

는 영농경력 1~2년 기간에 절반 이상이 1,000만 원 이하의 농가소득 상태
였다. 청년농은 고령 신규 취농자와 달리, 실패해도 어떻게든 다른 농촌에
서라도 농업을 통해 다시 기회를 찾아보려는 경우가 많았다. 청년농들은
창농초기 어려움으로 경영자금, 농지, 기본생활비 확보, 영농기술 순으로
어려움을 제기하였고, 현재 어려움으로는 자금(설비투자, 운영자금)부족,
소득 부족 등과 같은 경제적 측면의 어려움과 힘든 노동, 생활여건 불편,
휴가(여유시간) 부족 등의 삶의 질 측면의 어려움을 제기하였다. 경영·기
술, 지역사회 적응이나 가족 문제 등의 어려움은 적은 편이었다. 사례 조사
를 통해 청년농 성공 정착자들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을 통해 적극적으
로 기술교육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과 차별되는 품종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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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판로 개척에 힘쓰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승계농이 아닌 경우
영농초기 기반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멘토 등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임대 형태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한편 승계농의 경우 부모님과의 갈
등, 창업농의 경우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 창농 지원조직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제5장에서는 청년 창업농 육성체계를 정부의 창업농 육성정책, 창업농 지
원사업, 창업농 지원주체 간 네트워킹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청년 창농
관련 정책으로 농업계 학교 육성정책, 후계농 육성정책, 한국농수산대학
설립·운영, 귀농·귀촌 지원 정책 등을 분석하였다. 창농 지원사업은 자본,
기술, 사회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지원주체 간 네트워킹과 관련
해서는 창농 지원 관련 주요 주체의 역할과 거버넌스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농 인재상 부재, 실제 현장에서 접근 가능하고 실효성 있게 작동
하는 정책사업 부족, 영농기반이 취약한 신규 청년 창업농에 대한 고려 부
족, 청년농 육성을 위한 민간 참여 거버넌스 미흡, 지역 단위 청년 창농 지
원체계 부재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제6장에서는 청년 창업농업인 육성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청년 창
업농 육성체계 개선의 기본 방향을 ‘지역 참여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창농 단
계별, 창농 유형별 종합(패키지) 지원을 통해 청년 창업농생태계의 구축’으로
설정하였다. 세부 추진과제로는 ① 청년 농업인상 설정, ② 창업농 육성단계
설정과 사업 체계화, ③ 지역 농업인력육성계획 수립, ④ 지역 농업인력육
성 거버넌스, ⑤ 원스톱 창농지원조직 운영, ⑥ 창농 유형별 맞춤형 지원,
⑦ 청년농 기본생활자금 지원, ⑧ 청년농 삶의 질 지원, ⑨ 농업 이미지 제

고 및 예비 창농인 저변 확대, ⑩ 청년농 정기 실태조사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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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현재 우리 농업·농촌은 지속가능성을 위협받을 정도로 농가 고령화가 심
각한 수준이다. 이웃 일본보다 심각한 전 세계 최고령 수준이다. 네 마을당
청년 농가는 한 농가가 있는 실정이고, 청년 한 농가가 100호 이상의 고령
농가를 책임지는 구조이다. 강원도 철원의 한 마을은 109명의 주민 중에 4
명을 제외하고 모두가 65세 이상 노인이다(중앙일보 2017. 8. 28). 뭔가 획
기적인 조치가 취해질 필요가 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는 청년농 육성을
농정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청년 영농정착지원금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
다. 김경덕 외(2012)의 연구에 따르면 귀농자 1인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순
편익은 연간 169만 원으로 추산된다. 농촌의 지역총생산 증가와 도시의
교통혼잡 및 환경오염처리비용 감소에 따른 결과이다. 청년들의 영농창업
지원은 도시뿐 아니라 농촌의 문제 해결에 여러 모로 도움이 된다.
청년농 부족 문제를 우리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한 프랑스, 일본의 사례는
정책적 노력에 따라 충분히 농가고령화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음을 보여준
다. 유럽 국가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청년농 정책을 펴고 있는 프랑스
는 이미 1970년대부터 청년 창업농에게 기본수당을 지급해 왔다. EU 공동
농업정책 차원의 청년농업직불금(연간 최대 300만 원) 외에 추가로 우리
돈으로 2,000여만 원의 기본수당을 준다. 이런 정책적 노력으로 1970년대
10%대이던 청년농 비율이 현재 20%를 넘어서고 있다(2000년에는 30%를

넘긴 적도 있음).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사회인 일본은 농업 부문의
청년농 유치전략을 1990년대부터 실시했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하다가
2000년대 중반부터 프랑스의 청년농 정책을 벤치마킹하면서 더욱 과감한

청년농 투자정책을 시작하였다. 농업 종사자의 심각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 40대 미만 신규 유입자를 두 배로 증대시키
기 위해 청년취농급부금(연간 우리 돈으로 1,200만 원을 청년농에게 기초
생활비로 지급) 제도를 2012년부터 추진한 것이다. 청년 신규 취농자를 매
년 2만명 정착시켜 10년 후에는 40대 이하의 농업인을 약 40만 명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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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겠다는 야심찬 목표하에 추진하고 있다(마상진 외 2017: 77). 제도 실
시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이미 그 효과를 보고 있는 듯하다. 2010년만
해도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청년농 비중이 우리보다 낮던 일본이 2015년
에는 우리 수준을 넘어섰다.
우리는 1970년대부터 농업계 학교 육성사업,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귀농·귀촌 지원사업 등 청년 창업농 육성과 관련한 정책사업을 통해 다양
한 자본, 기술, 사회 지원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농림축
산식품부를 위시하여 농촌진흥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어촌
공사, 농협, 광역·기초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각
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장의 만족도는 높지 않았다.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야심찬 청년농 육성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려면 지방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지역 참여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창
농 단계별 종합 지원을 통해 청년 창업농생태계 구축에 힘써야 한다. 제기
되는 문제별로 상호 분절화된 대증요법식 처방은 근본적 문제 해결에 도움
이 되지 않는다. 창업 단계를 세분화하고, 창농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유
입·정착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창농초기에 자본·기술·사회적 요인들이 기
초 지자체 단위로 총체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지역 중심의
청년농 참여를 기반으로 한 농업인력육성 거버넌스 활성화가 필요하다.
지역 참여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창농 단계별, 창농 유형별 종합(패키지) 지원
을 통해 청년 창업농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우선 육성하고자 하는 청년농
업인상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선도할
청년 농업인으로 잘사는 농업인, 전문 경영인, 윤리적 생산자를 설정하였
다. 그리고 창업농 육성단계를 세분화(준비기, 창농초기, 재구조화기, 정착
기)하고 기존 관련 사업을 육성단계에 따라 체계화해야 한다. 이러한 중앙
단위의 육성체계와 더불어 지역 단위 청년 농업인 육성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역 단위 농업인력육성 계획 수립이다. 지역 농업 특성을 반영한
청년농 육성 목표를 지역 단위로 설정하고, 지역 발전에 의미가 있는(도움
이 되는) 청년농을 어떻게 선발, 육성, 정착시킬 것인지 구체화하여야 한
다. 그리고 지역 농업인력육성계획의 추진 동력으로 농업인력육성 관련 주

요약 및 결론

131

체 간 거버넌스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농업인력육
성과 관련하여 가용한 각종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 단위 청년 창농뿐 아니라 귀농, 농업교육, 농업고용 등과 관련한 역할
을 포함한 농업인력육성 관련 업무를 전담할 지원조직을 운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창농 상담→교육→정착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기술, 자
본, 사회적 지원이 패키지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담 조직에서는
다양한 창농 유형(승계 창농형, 법인 취업 후 창농형, 임대농장 창업형, 제
3자 승계 창농형, 공동창농형 등)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실행해야 한다. 그

리고 프랑스, 일본의 사례처럼 창농초기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생활이 되
도록 하여 농업경영역량 개발에 매진하고 지역사회참여 활동을 할 수 있도
록 기초생활비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삶의 질 제고 차원에서 바쁜 영농
활동에서 벗어나 자기계발, 가족과 지역에 봉사할 시간적 여유를 공식적으
로 보장해주는 청년농 휴가지원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청년농들의 다양
한 문화·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차원에서 청년 농업인들의 자발적 네
트워크 활성화 지원도 필요하다. 이밖에 농업 이미지 제고 및 예비 농업인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 청년 농업인 육성사업의 과학적 관리를 위한
정기 조사가 필요하다.
창업생태계는 창업자, 창업지원기관, 투자자가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
며 창업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는 환경을 말한다. 실패하더라도 청년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농업 분야
는 실패에 대한 관용이 부족했다. 이 연구에서 분석되었듯이 청년농은 실
패해도 어떻게든 다른 농촌에서라도 농업을 통해 다시 기회를 찾아보려는
의지가 강하다. 실패를 경험한 만큼 성공할 확률도 높아지는 것이다. 실패
에 대한 사회적 관용 문화와 재기 가능한 지원시스템을 농업 분야 창업에
서도 구현할 필요가 있다.

부록

부

록 1

조사지

- 농고·농대생: 영농관련 진로의식 조사
- 예비 농업인: 창농 준비 실태 조사
- 일반 농업인: 농업 경영 승계·이양 실태 조사
- 청년 농업인: 정착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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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2

조사 응답자 일반 특성

단위: 명(%)
조사대상

농고·농대생

예비창업농

성 별:

남

일반 특성
167

(59.4)

여

114

(40.6)

281

학교급:

농고

185

(65.8)

(100.0)

성 별:

농대
남

96
103

(34.2)
(76.9)

여

31

(23.1)

20대

20

(14.0)

30대

72

(50.4)

40대 이상 43
남
470

(30.1)
(93.3)

연령대:

성 별:
창업농

일반농

여

34

전체

504
(100.0)

20대

265

(53.2)

성 별:

30대
남

239
394

(57.8)
(78.3)

여

109

(21.7)

주: *일부 일반특성 미응답자 있음.

(100.0)

(6.7)

연령대:

연령대:

134

30대 이하

33

(6.6)

503

40대

65

(13.0)

(100.0)

50대

200

(40.0)

60대 이상 212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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