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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7.21. 시행)

귀농(歸農)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사람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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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歸村)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촌
지역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
단, 군복무, 학업, 직장으로 인한 일시적 이주자, 귀농어업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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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준비절차
성공적인 귀농을 위한 STEP 7
STEP 1
귀농정보를 수집하자!
농업관련 기관과 단체, 농촌 지도자, 선배 귀농인을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홈페이지

SNS

상담전화

교육

관련
우수사례

STEP 2
가족들과 충분히 의논하자!
가족들과 귀농결심에 대한 충분한 의논 후에
동의를 얻습니다.

STEP 3
어디서 정착할까?
자녀교육 등 생활여건과 선정된 작목에 적합한
입지조건이나 농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착지를
물색하고 결정합니다.
재배
적지

홈페이지
지자체관

웰촌

STEP 4
주택과 농지를 확인하자!
주택의 규모와 형태, 농지의 확보방법(임대, 구매 등)을
확인하고 최소 3~4군데를 비교합니다.
농지
은행

빈집
정보

지원 귀농인의 집,
정책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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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5
어떤 작물을 기를까?
자신의 여건과 적성, 기술수준, 자본능력 등에
적합한 작목을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품목별
출하지역

재배
적지

관련
우수사례

STEP 6
영농 기술을 습득하자!
귀농귀촌 자체교육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과 귀농에 성공한 농가 견학, 현장 체험들을 통해
충분히 영농기술을 배우고 익힙니다.
귀농귀촌
자체교육

온라인
교육

작목
종합정보

관련
우수사례

오프라인
교육정보

STEP 7
영농계획을 수립하자!
농산물을 생산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을때까지 최소
4개월에서 길게 4~5년정도 걸리므로 초보 귀농인은
이를 고려한 영농 계획을 수립합니다.
작목별
농작업 일정

농산물
소득정보

관련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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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귀농귀촌 여건, 전망, 실태조사결과,
정책 평가 결과를 기초로 5년 단위(2017~2021)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수립

귀농귀촌 증가 흐름
■ 귀농귀촌 가구수 증가

■ 농촌인구 현황
346,759

단위 : 명

8,758 명

335,383
329,368
310,115

2010

291,040

9,392 명

2015
9,501 명

2016
9,629 명
’13

’14

’15

’16

’17

’17년 귀농귀촌인 51만 7천명

2017

* 출처:인구총조사 (통계청)

■ 귀농가구주 연령별 구성비

38.8%
10.5%

30대
이하

40대

* 출처:2017년 귀농귀촌 통계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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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60대
이상

귀농귀촌 정책지원 필요성 대두
■ 정책추진경과

2012 년

2009 년

귀농귀촌 추진기반 조성

귀농귀촌 사회적 붐 조성, 양적 확대

■ 농촌 인구 과소화

■ 농업 인구 고령화

44.7%

전국 228개
시·군·구 중

89개 (39%)가
소멸위험
지역에 포함

67.7세
58.3세

0.7%
40세 미만 65세 이상

’00

경영주 연령

2018.6월

* 출처:2018.7월 고용동향브리프 (한국고용정보원)

’17

경영주 평균연령

* 출처:2018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통계청)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 귀농·귀촌 시 애로사항 ]

귀농

귀촌

[ 지역주민들과의 관계 좋지 않은 이유 ]
선입견과 텃새
집, 토지 문제
마을 공동시설 이용 문제

43.3%
19.1%
13.9%

53.0%

선입견과 텃새

47.3%

29.1%

생활방식에 대한 이해 충돌

36.9%

자금부족

30.0%

영농기술·경험 부족

23.7%

영농기술·경험 부족
자금부족

[ 귀촌 후 농업 유입 ]

귀농

귀촌

[ 오프라인 귀농교육의 농업 소득 향상 성과 ]

5년차 평균 1.1 %
4년차 평균 7.0 %

1,523만원 증가

3년차 평균 10.8 %
2년차 평균 78.3 %

19.2%

농업 경영체 등록

* 19.7%가 5년 이내 영농에 종사하며
19.2%는 경영체 등록, 0.5%는 경영체 등록없이 종사

귀농교육 경험자
귀농교육 비경험자

685만원 증가
귀농 1년차

귀농 5년차

* 출처:2018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한국 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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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평가

+
$ ×

정책 수립 배경

일과 삶의 균형 추구, 도시 은퇴 베이비붐 세대 및
청년층의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 증가로 지속 증가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귀농귀촌 지원 대책 마련

귀농귀촌 정책 성과
■ 귀농귀촌 증가세 유지

■ 지역경제/농촌 활성화
강원도

1년 이상 체계적 준비 후 귀농귀촌한 비율

6차산업 창업자

60.3%
55.3%

고창군

54.9%

마을이장

49.3%

’08

42%

10%

’09~10

’11~12

’13~14

귀농귀촌 출신

정보 제공, 교육, 실습지원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한 귀농·귀촌 증가

지역공동체 역동성 제고

■ 지원정책 추진기반 마련
지자체 귀농귀촌지원센터

71개소 운영

2015년 1월 귀농귀촌법 제정
시·군 상담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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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상담창구 증설

여건 및 전망

귀농귀촌 정책 여건
■ 기회 요인
[ 사회적 관심 증대 ]

[ 언론 노출 증가 ]

5,043건

34.2%
자연환경 및
정서적 여유

약 4배
증가

17.9%
농업의 비전 및
발전가능성

귀촌인

귀농인

전원생활
선호도

농업·농촌
인식 변화

1,186건

2008

* 출처:2018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한국갤럽)

2015

* 출처: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
(www.bigkinds.or.kr)

■ 위험 요인
[ 삶의 질 관련 인프라 미흡 ]
도시

1

30년 이상
주택 비율

농촌

[ 농림 지역 토지 가격 상승 ]
경기

약 3억 7,986만원

6.6%
20.7%

충북

8,093만원
경북

2 상수도 보급률

3

의료기관 당
인구수

5,794만원

99.4%
56.1%

571명
1,033명

귀농 첫해 평균 경지 면적
구입 비용 (0.45 ha 기준)
* 출처:귀농·귀촌 종합계획 수립 방향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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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전망
■ 향후 5년간 귀농귀촌 인구 증가세 유지
[ 은퇴 연령층 인구 증가 ]

약 18.5%
증가 예상

744만명

882만명

(2016년)

(2021년)

* 출처:장래 인구 추계 (통계청)

■ 농업 분야 인력 수요 확산 추세
[ 사회적 기업 설립 현황 ]

[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현황 ]

2,154개
1,317개
82개
30개

2008

594개

40개

2010

2014

2019

0개

0개

2008

2010

2014

2019

■ 농촌을 기회의 장으로 생각하는 젊은층 증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

￦

청년층 농가소득

* 출처:2015년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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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82 (천원)
(4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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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05 (천원)
(40세 미만)

2019년 중점 추진계획
기본 방향

￦

귀농·귀촌인 취창업 지원 및
정주여건 개선 등 기반강화와
지역사회 융화 등으로 안정적 정착 지원

부정수급 방지 강화,
정책지원 대상 확대 등
정책지원 내실화 추진

주요과제 및 전략

청년, 창업 및
융화 정책 강화

청년층 체류형 실습교육 지원 확대
귀촌인 농산업 창업지원 신규 도입
재촌 귀농인 지원근거 신설을 통한 수혜대상 확대
마을단위 융화교육 신규도입 등 지역융화프로그램 확대

귀농 정책지원
관리 강화

귀농자금 선발제 도입 및 선정심사위원회 강화
지원정보 조회, 부정수급 환수 및 처벌 근거 등 법령 정비
귀농귀촌지원센터 일제 정비

주거·정보제공 등
지원 기능 강화

귀농인의 집 확대를 위한 관리·이용 기간 연장
귀농귀촌 교육·컨설팅 제도 정비 및 활용 활성화

중앙-지방, 민-관 간
소통 및 정책환류 강화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도입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17

청년, 창업 및 융화 정책 강화
청년·귀촌인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지원 사각지대 해소,
지역 융화프로그램 확대 등 추진
■ 청년귀농 장기교육 확대

■ 귀촌인 농산업 창업지원 신규 도입

100명
50명

200명
2019

2018

2019

귀농 청년 영농 기술•경영 능력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체류형 장기교육
교육 수료자에 대해 귀농자금
지원대상 선정시 우대 (가점 신설)

농산물 가공, 유통, 홍보, 마케팅,
체험서비스 등 창업 중심 실무교육

■ 재촌 귀농인에 대한 귀농 지원근거 신설로 정책사업 수혜대상 확대

귀농어귀촌법 제7조 지원근거 신설

귀농어귀촌법 시행령 개정•시행 (’19.7.1.)

■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갈등 완화를 위한 융화프로그램 확대
마을

확대

확대

1,400개

2시간 이상

40 % ⇢ 50%

농촌 마을로 찾아가는
융화교육 신규 도입

귀농•귀촌 교육에
융화 과목 편성시간 확대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 중
융화사업 지원 강화

마을회관을 활용, 우수사례,
갈등 관리방안, 역할극 등 실시
(70개·군)

(2시간 이내

→ 2시간 이상 의무)

하드웨어 구축비 지원 비중 축소
(30% → 20%)
추진기구 운영비 및 소프트웨어
사업비 등 융화사업 지원 한도 확대
(40%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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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정책지원 관리 강화
부정수급 방지 및 환수·처벌 등을 위한 지원방식 및 법령 등 제도 정비

■ 귀농자금 지원방식 개편, 심사 강화, DB화 등 관리 강화

상•하반기

귀농자금의 시•도별 한도를
사전 배정,선발 방식으로 변경

* 귀농 ·귀어·귀산촌 자금

2회

중복 지원 방지

선정심사위원회는
심층 면접평가 의무화

귀농 농업창업 정보시스템 내
지원내역 조회 기능 마련

■ 귀농자금 관련 사기 등 피해예방 강화

70%
축소

신규

10%

1시간

사전대출의 한도를 계약금 등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축소
* 자금 지급 후 사기 피해로 인한 사업
미완료 등 예방(한도 : 70% → 10%)

심사 全 단계에서 피해사례
고지의무 부과

■ 지원정보 조회, 부정수급
환수•처벌 근거 마련 등 법령 정비

귀농귀촌 교육에 사기피해
예방교육 시간 의무 편성

■ 지역별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귀농귀촌지원센터

* 귀농어귀촌법 제15조의2 (자료요청), 제21조의2 (환수),
제28조(처벌) 근거 신설

* 인력, 시설 기준 등 보완

19

주거•정보제공 등 지원 기능 강화
영농기술, 주거 등 진입 초기애로 해소로 조기 정착 및 안정화 지원

■ (주거) 귀농인의 집 확대를 위한 관리•이용 기간 연장 등 추진

7년
5년
1년 이용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추가 이용 가능

1년 이용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추가 이용 가능토록 개선

관리기간을 연장 (5년 → 7년)하여
이용 가능 기간 연장

* 추가 이용자는 없는 경우에 한함

■ (교육•컨설팅) 귀농귀촌 교육 조기 실시
귀농닥터 제도 정비 등 현장애로 해소 기능 강화

5월
귀농귀촌 교육을 조기에 모집•실시
(평년 3월 이후 → 1월)
* 현장의 교육 수요에 적시성 있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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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닥터 인력 풀 정비 및 지자체 활용 확대
* 곤충, 가공, 유통 등 상대적으로 부족한 분야 인력 풀 추가 확보
* 확보된 인력 풀을 전체 지자체에 재공유하여 활용률 제고

중앙-지방, 민-관 간 소통 및 정책 환류 강화
우수사례 발굴·전파,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등
소통강화로 정책 간 연계성 및 환류 제고
■ 행안부 주관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도입 (’20년 부터 평가)

■ 현장애로 해소 중점 지원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기반 마련

지역융화 및 부정수급 방지 노력 등을
귀농귀촌 성과 항목에 포함

시·도 단위 지방 귀농귀촌 정책협의회를 구성
지자체의 귀농귀촌 정책 지원
우수사례 발굴·확산

■ 청년농·농지 등
관련 정책과 연계 강화

* 논의결과는 중앙 귀농귀촌 정책협의회
(농식품부 주관)에서 논의

■ 귀농귀촌 실태조사 조기 실시
우수사례 발굴·확산 추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대상자
귀농자금 심사 시 우대 (가점 신설)

농지취득 후 전용 등 악용사례 방지
* 귀농자금으로 지원받은 농지는 농가주택
부지로 활용할 수 없도록 명시

귀농귀촌 통계(정부합동, 6월)와 연계,
차년도 정책 보완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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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종합센터
소개
■ 위치 및 운영 24
■ 목적 및 기능 25
■ 종합센터 사업 소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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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위치 및 운영
귀농귀촌종합센터는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층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관

1

5

화훼공판장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

청계산입구역

3

양재역

2

양재 119

[우] 06774

위치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4층

운영시간

주관 및 운영기관

방문상담
4층 종합센터 상담실 | 평일 09:00 ~18:00

전화상담
1899-9097 | 평일 09:00 ~18:00

주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교육

운영기관

4층 교육장 1·2 | 평일 10:00 ~21:00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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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기능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촌지역 정착지원을 통한
농촌 활력 증진에 기여

귀농귀촌 상담·설계·교육

현장 맞춤형

귀농귀촌

Helper

귀농닥터 지원

Assistant

사업 홍보

Publicity

Pacemaker

Year-Round
Service

지역 귀농귀촌지원센터와

연중 귀농귀촌

업무 네트워크

종합정보 제공

25

종합센터 사업 소개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의
안정적인 귀농귀촌 정착을 지원

기획 · 정책
홍보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 기획 및 지원정책 홍보
신규 사업 기획 및 예산 확보 대응
귀농귀촌 종합계획 실행 프로그램 기획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선정·성과평가
귀농귀촌 박람회 기획·운영
귀농귀촌 실태조사
지자체 귀농귀촌지원센터 협력체계 구축
귀농귀촌 워크숍 및 정책 협의회 운영
귀농귀촌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기타 귀농귀촌 관련 정책 홍보

귀농귀촌
교육

대상, 유형, 단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 제공
귀농귀촌 공모교육 운영 및 강사 발굴
-연령별, 유형별, 수준별 맞춤형 교육 지원

청년귀농 장기교육
-청년층 대상 장기 체류형 현장실습 교육

귀농귀촌종합센터 기초교육
-귀농귀촌아카데미(월/화, 주·야간)
-소그룹강의(월~금, 오전·오후)

귀촌인 농산업 창업교육(2019년 신규)
-귀촌인 대상 농산업분야 실무형 창업지원교육

찾아가는 귀농귀촌 One Day 교육
※ 자세한 교육내용은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교육정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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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

귀농귀촌 관련 종합상담 제공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 대상 종합상담(방문/전화/온라인)
지자체별 ‘귀농귀촌 지자체 설명회’ 운영
귀농귀촌 박람회 ‘찾아가는 귀농귀촌 홍보·상담관’ 운영
1:1 맞춤형 현장전문가 ‘귀농닥터’ 운영
-귀농설계, 컨설팅 등 맞춤형 현장전문가 연계 지원

홈페이지, SNS 등 귀농귀촌 정보서비스 제공

온라인
서비스

온라인을 통한 귀농귀촌 최신 정보 제공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www.returnfarm.com)
귀농귀촌종합센터 모바일 스마트앱
귀농귀촌종합센터 공식 SNS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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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정부
지원정책
■ 준비 30
■ 실행 54
■ 정착 60
■ 청년 66
■ 기타 76

28

2019 귀농귀촌 가이드북

29

30

2019 귀농귀촌 가이드북

귀농귀촌종합센터를 통한
One-Stop 정보 서비스
귀농귀촌종합센터

상담지원

귀농귀촌 창업설계 및 종합상담

종합센터

지역정보

중앙 및 지자체 지원정책, 교육 등
귀농귀촌 관련 정보 안내
농지·주택(농어촌공사),

‘귀농귀촌 지자체 설명회’ 정례화
각 지역 전문가와의
상담 기회 및 정보 제공

임업(임업진흥원),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지원(NH농협) 합동 상담

교육지원

귀농귀촌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 제공

공모교육

페이지 34~53 참조

종합센터 자체교육

귀농귀촌 공모교육

귀농귀촌아카데미(월/화, 주·야간)

- 대상(2030, 4050, 60대 이상), 유형(창업,

- 기본공통(기초)

귀촌), 단계(탐색, 준비) 고려한 교육 편성

- 기본공통 청년교육

- (’19) 33개 기관, 67개 과정 운영

- 기본공통 여성교육

청년귀농 장기교육

소그룹 강의

- 귀농 예정 청년층 대상 현장실습형 장기교육

- 2월, 11월 : 월~금, 오전·오후

- (’19) 11개 기관, 11개 과정 운영

- 3월~10월 : 수, 오전·오후

귀촌인 농산업 창업교육(’19년 신규)
- 귀촌인 대상 농산업분야 실무형 창업지원교육
- (’19) 10개기관, 30개 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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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밀착형 ‘귀농닥터’ 1:1 상담지원

페이지 58~59 참조

실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상담·자문 서비스를
현장에서 농촌 정착 시까지 제공

귀농귀촌 현장 애로사항
해결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각 분야 전문가 및 멘토
연결로 귀농귀촌 (희망)자의
안정적인 농촌 진입과
정착을 지원합니다.

온라인 정보 제공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한 귀농귀촌 정보 제공

홈페이지
www.returnfarm.com

페이스북

트위터

www.facebook.com/return2farm

www.twitter.com/return2farm

카카오톡(플러스친구)

네이버밴드

plus.kakao.com/home/irbnphd7

band.us/@returnf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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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

귀농귀촌 박람회를 통해
꿈을 현실로
중앙 · 지자체 정책, 농업 · 농촌 생활정보, 귀농귀촌 전문가 및
농식품 분야 창업 1:1 멘토링 등 현장 중심의 생생한 소식과 정보가
한자리에서 펼쳐집니다

지 원 내 용

1

2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전국 시·군, 유관기관 등 관계자에게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정책 안내

주택, 농지, 품목 등 지역 정보 습득 기회 제공
농산업 분야 창업 1:1 멘토링 제공
청년층 대상 귀농귀촌 지원사업 안내

3

귀농귀촌 컨퍼런스 개최 및 지자체

4

트렌드에 맞는 미래농업 비전제시

설명회 진행

33

수요자 맞춤형
귀농귀촌 교육
이렇게 진행됩니다

온라인 교육

농업교육포털 (www.agriedu.net)

농업교육포털에

화면 상단에 온라인교육

귀농귀촌에 필요한

회원가입 후 로그인

[귀농귀촌 교육]을 클릭

다양한 교육과정 수강

오프라인 교육
공개모집을 통한 전문 교육기관 선정
· 귀농귀촌 준비 단계별 수요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운영
· 교육체계 개편을 통해 대상유형단계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

유형

2019년
귀농귀촌 교육과정

대상

단계
탐색

준비

귀농 및 농업

실제 귀농 및

오프라인 귀농귀촌

창업의 기초지식

농업 창업을

교육 운영기관과

필요한자

준비 하는 자

농업농촌 개념

지역 및 품목

과정 정보는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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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

이해, 품목 등

선택, 농산물

농촌 견학 및

유통 전략 및

체험실습 등

이해 등

EDUCATION

교 육 방 법

전문가 심사를 통해
우수 교육과정을 발굴하여
연간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운영

이론강의, 현장실습 및
견학, 토론 등
다양한 교육방법 활용

현장수요 및 정책환경을
반영한 교육 운영
교육과정 운영 및 특수
직업군 대상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6차산업, 특정품목 등)

창업형
2030

귀농하여
창업농으로
자립할 청년층

농산업 변화 적응
및 시장 선도
아이템 개발 등

4050
직업 경험
바탕으로
창업농으로
자립할 중년층

귀촌형
60이상

은퇴 후 영리 목적
영농 및 창업농으로
자립할 장년층

귀농귀촌 정착과 경제 수익을
얻는 중·장년 창업농 육성

장애인 창업농

전 연령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농촌 생활을

장애인 및 장애인

희망 하는 자

보호자

가족과 함께하는
귀농귀촌 의사결정,
협업과 치유농장 등

생활기술,
농촌일자리 등
귀촌 생활 및
정착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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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귀농귀촌 오프라인 교육과정

■ 청년창업농(탐색)과정 : 교육대상 만40세미만 (1979.1.1 이후 출생자)
구분

기관명

과정명

1

(사)전국귀농운동본부

청년학교

2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청년창업농 성공을 위한 귀농탐색 과정

3

(주)한국식품정보원

(2030탐색)청년창업농 마인드 확립 과정

4

농협대학교 산학협력단

청년창업농을 위한 맞춤형 창업 탐색 과정

5

(사)경남생태귀농학교

청년창업농 창업 탐색 과정

6

(사)한국농식품미래연구원

청년창업 귀농성공 패키지

■ 청년창업농(준비)과정 : 교육대상 만40세미만 (1979.1.1 이후 출생자)
구분

기관명

과정명

1

(사)전국귀농운동본부

2030 자립하는 소농학교

2

(주)한국식품정보원

(2030준비)성공적인 귀농을 위한 농식품 가공(창업) 과정

3

(재)한국지도자아카데미

청년창업농을 위한 특용작물 창업 준비 과정

4

농협대학교 산학협력단

청년창업농을 위한 맞춤형 창업 준비 과정

5

연암대학교 산학협력단

청년창업농 맞춤형 창업 준비 과정

6

전북귀농귀촌학교 영농조합법인

30평도제식 청년창농 과정(2030/준비)

7

친환경스터디 영농조합법인

친환경 과원조성 교육 과정

8

한국농업아카데미(주)

청년창업농을 위한 귀농창업 실무지식 역량강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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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33개 기관, 총 67개 과정
- 청년창업농 14개(탐색 6, 준비 8), 전직창업농 29개(탐색11, 준비18), 은퇴창업농 2개(탐색 1, 준비 1),
귀촌 21개(탐색10, 준비11), 장애인창업농 1개(탐색1)
※ 교육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교육과정별 자부담 및 교육 세부일정은 해당 교육기관에 문의

교육 일정

교육 시간

교육장소

연락처

1기: 6.19 ~ 7.20

48

서울 서초 등

031-408-4080

1기: 6.10 ~ 6.21

60

서울 용산

02-794-7270

60

서울 송파, 대전

042-820-9022

52

경기 고양

031-960-4351

51

경남 창원

055-275-0044

60

서울 서초

02-573-7201

1기: 5.20 ~ 6.4
2기: 6.10 ~ 6.19
3기: 9.21 ~ 10.5
1기: 5.20 ~ 6.4
2기: 6.10 ~ 6.19
3기: 9.21 ~ 10.5
1기: 3.23 ~ 5.25
2기: 8.24 ~ 11.2
1기: 4.15 ~ 4.26
2기: 5.13 ~ 5.24

교육 일정

교육 시간

교육장소

연락처

300

경기 군포

031-408-4080

60

서울 송파, 대전

042-820-9022

1기: 8.19 ~ 9.6

131.5

경기 시흥

031-405-6001

1기: 6.14 ~ 11.8

110

경기 고양

031-960-4351

105

충남 천안

041-580-5522

1기: 3.9 ~ 10.26
1기: 6.21 ~ 7.1
2기: 7.8 ~ 7.17
3기: 10.4 ~ 10.18

1기: 5.28 ~ 6.14
5.28 ~ 6.1 (1차)
6.3 ~ 6.8 (2차)
6.10 ~ 6.14 (3차)
1기: 6.3 ~ 6.28

160

전북 정읍

063-535-9261

1기: 6.1 ~ 6.30

36

전남 영암

061-472-3115

100

경기 안성, 고양

031-677-7592

1기: 2.12 ~ 2.27
2기: 2.18 ~ 3.2
3기: 3.26 ~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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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창업농 탐색과정 :
4050세대 대상 귀농 및 농업창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 과정
구분

기관명

과정명

1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직창업농 성공을 위한 귀농 탐색 과정

2

(주)한국식품정보원

(4050탐색)전직창업농 마인드확립 과정

3

농협중앙회 미래농업지원센터

ICT융복합과 함께하는 스마트 귀농 과정

4

부산귀농운동본부

4050세대를 위한 생태귀농 탐색

5

사단법인 경남생태귀농학교

전직창업농 창업 탐색 과정

6

서정대학교 산학협력단

귀농으로 농업법인CEO 되기, A~Z까지

7

서해영농조합법인

전직창업농을 위한 버섯중심 친환경농장 창업 탐색 과정

8

신라대학교

전직창업농을 위한 맞춤형 창업 탐색 과정

9

(주)임업기술한마당

귀농(임업)을 위한 창업 탐색 과정

10

(주)전략인재개발원

4050 도시민의 성공적인 뉴라이프 귀농창업 탐색 과정

11

(주)한국정책미디어

탐색, 귀농인 맞춤형 창업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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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정
1기: 5.8 ~ 5.21
2기: 8.21 ~ 9.3
1기: 3.11 ~ 3.25
2기: 4.8 ~ 4.17
3기: 10.14 ~ 10.28
1기: 4.25 ~ 7.26
1기: 3.5 ~ 4.11
2기: 5.7 ~ 6.13
1기: 3.23 ~ 5.25
2기: 8.24 ~ 11.2
1기: 2.23 ~ 3.17
2기: 3.9 ~ 3.30
3기: 5.11 ~ 6.1
1기: 2.23 ~ 3.17
2기: 3.9 ~ 3.30
3기: 5.11 ~ 6.1
1기: 4.3 ~ 5.29
2기: 8.14 ~ 10.12
1기: 5.5 ~ 5.26
2기: 6.16 ~ 7.7
1기: 4.8 ~ 5.2
2기: 8.12 ~ 9.5
1기: 3.4 ~ 3.10
2기: 4.15 ~ 4.21

교육 시간

교육장소

연락처

60

서울 용산

02-794-7270

60

서울 송파, 대전

042-820-9022

64

경기 안성

031-659-3624

140

부산 동래구

051-462-7333

51

경남 창원

055-275-0044

47

경기 양주

031-860-5028

166

경기 평택

031-683-7433

54

부산 사상구

051-999-5597

46

서울 여의도

02-6241-6100

50

대구 남구

053-653-0100

60

서울 금천구

02-852-8445

39

■ 전직창업농(준비)과정 :
4050세대 대상 귀농 및 농업창업의 본격적인 준비를 위한 교육 과정
구분

기관명

과정명

1

(사)전국귀농운동본부

4050 자립하는 소농학교

2

(주)한국식품정보원

(4050준비) 성공적인 귀농을 위한 농식품 가공(창업) 과정

3

(재)한국지도자아카데미

전직창업농을 위한 특용작물창업 준비 과정

4

농협경주환경농업교육원

귀농 Eco -Farm Academy 과정

5

농업회사법인 원주생명농업(주)

두레귀농학교 원주유기농업 창업 준비 과정(4050)

6

부산귀농운동본부

4050세대를 위한 실전귀농 준비

7

(사)한국농경문화원

콩재배 및 전통발효식품(전통4대장류) 제조 과정

8

산촌협동조합

전직창업농을 위한 성공 귀농귀촌 준비 과정

9

서정대학교 산학협력단

귀농으로 농업법인CEO 되기, A~Z까지

10

연암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직창업농 맞춤형 창업 준비 과정

11

전북귀농귀촌학교 영농조합법인

30평도제식 전직창농 과정 (4050/준비)

12

(주)마을디자인

귀농농장 디자인 과정

13

(주)전략인재개발원

4050 도시민의 성공적인 뉴라이프 귀농창업 준비 과정

14

친환경스터디 영농조합법인

전직창업농(준비) 친환경 과원조성 교육 과정

15

한국농업아카데미(주)

전직창업농을 위한 귀농창업 실무지식 역량강화 교육

16

화천현장귀농학교 영농조합법인

제2의 인생 힘차고 ‘기운찬 학교’

17

(사)한국농경문화원

장아찌제조 전수교육 과정

18

(사)한국농경문화원

종합발효식품(곡주, 와인, 식초, 발효청) 제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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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정

교육 시간

교육장소

연락처

300

경기 군포

031-408-4080

60

서울 송파, 대전

042-820-9022

172

경기 시흥

031-405-6001

100

경북 경주

054-751-4100

1기: 4.13 ~ 6.22

55

강원 원주

033-731-1896

1기: 8.27 ~ 10.1

70

부산 동래

051-462-7333

73

전북 진안

02-771-1936

124

경기 하남

02-441-3979

73

경기 양주

031-860-5028

105

충남 천안

041-580-5522

160

전북 정읍

063-535-9261

60

서울 중구, 대구

1544-5164

60

대구 남구

053-653-0100

62

전남 영암

061-472-3115

100

경기 안성

031-677-7592

80

강원 화천

033-442-6233

1기: 4.19 ~ 5.19

73

전북 진안

02-771-1936

1기: 5.24 ~ 6.23

73

전북 진안

02-771-1936

1기: 3.10 ~ 10.27
1기: 4.12 ~ 4.26
2기: 5.13 ~ 5.22
3기: 8.19 ~ 8.29
1기: 2.25 ~ 3.22
2기: 6.17 ~ 7.12
3기: 9.23 ~ 10.18
1기: 3.22 ~ 10.19

1기: 2.8 ~ 3.10
2기: 2.25 ~ 3.20
1기: 4.6 ~ 6.15
2기: 7.13 ~ 9.28
1기: 3.23 ~ 5.4
2기: 4.6 ~ 5.25
3기: 6.8 ~ 7.20
1기: 3.12 ~ 3.29
2기: 7.9 ~ 7.26
7.9 ~ 7.13 (1차)
7.16 ~ 7.20 (2차)
7.22 ~ 7.26 (3차)
1기: 2.25 ~ 3.22
2기: 4.15 ~ 5.10
3기: 7.15 ~ 8.9
4기: 8.26 ~ 9.27
1기: 3.7 ~ 4.4
2기: 4.18 ~ 5.16
3기: 6.13 ~ 7.11
4기: 7.25 ~ 8.29
5기: 9.21 ~ 9.27
1기: 5.7 ~ 6.11
2기: 9.16 ~ 10.21
1기: 4.13 ~ 5.26
2기: 9.28 ~ 10.27
1기: 3.5 ~ 3.20
2기: 3.11 ~ 3.23
3기: 4.16 ~ 5.2
4기: 5.14 ~ 5.30
1기: 3.16 ~ 3.24
2기: 4.20 ~ 4.28
3기: 6.22 ~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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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창업농(탐색) :
60대 이상 귀농 및 농업창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 과정
구분
1

기관명
(주)한국정책미디어

과정명
탐색, 은퇴자 맞춤형 창업 과정

■ 은퇴창업농(준비) :
60대 이상 귀농 및 농업창업의 본격적인 준비를 위한 교육 과정
구분
1

기관명
(사)한국농경문화원

과정명
콩재배 및 전통발효식품(전통4대장류) 제조 전수교육 과정

■ 귀촌(탐색)과정 :
귀촌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과정(교육대상의 연령구분 없음)
구분

기관명

과정명

1

(사)전국귀농운동본부

서울생태귀농학교

2

(사)전국귀농운동본부

여성귀농학교

3

(사)경남생태귀농학교

귀촌 탐색 과정

4

산지협동조합

귀촌 초기 희망자를 위한 현장체험교육

5

(주)임업기술한마당

귀촌(귀산촌)을 위한 탐색 과정

6

(주)전략인재개발원

슬기로운 귀촌인을 위한 농촌정착 기초교육 탐색과정

7

(주)한국정책미디어

탐색, 은퇴자를 위한 귀촌생활 길라잡이

8

친환경스터디 영농조합법인

귀촌(탐색) 친환경 전원생활

9

한국NPD개발원

공유농업형 귀촌체험 탐색 과정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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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정

교육 시간

교육장소

연락처

60

서울 금천구

02-852-8445

교육 시간

교육장소

연락처

72

전북 진안

02-771-1936

교육 시간

교육장소

연락처

1기: 2.12 ~ 4.6
2기: 4.16 ~ 6.15
3기: 8.27 ~ 10.26

76

서울 서초, 홍성

031-408-4080

1기: 5.16 ~ 5.19
2기: 9.26 ~ 9.29

34

1기: 충북 괴산
2기: 전북 완주

031-408-4080

1기: 3.23 ~ 5.25
2기: 8.24 ~ 11.2

42

경남 창원

055-275-0044

1기: 3.23 ~ 4.27
2기: 5.18 ~ 6.22
3기: 8.24 ~ 10.5

74

서울 마포 등

070-7607-8757

1기: 4.13 ~ 4.28
2기: 10.12 ~ 10.27

40

서울 여의도

02-6241-6100

1기: 2.25 ~ 3.12
2기: 4.24 ~ 5.22
3기: 6.17 ~ 7.2

40

대구 남구

053-653-0100

1기: 2.18 ~ 2.24
2기: 4.1 ~ 4.7

60

서울 금천구

02-852-8445

1기: 3.20 ~ 4.5
2기: 8.28 ~ 9.6

36

전남 영암

061-472-3115

1기: 4.11 ~ 4.25
2기: 5.16 ~ 5.30
3기: 6.20 ~ 7.4

37

경기 수원

031-8013-2039

1기: 3.7 ~ 3.16
2기: 4.4 ~ 4.13
3기: 5.30 ~ 6.8
4기: 6.27 ~ 7.6
5기: 9.19 ~ 9.28

210

경기 가평

031-585-8597

1기: 3.18 ~ 3.24
2기: 4.29 ~ 5.5

교육 일정
1기: 3.15 ~ 4.14

교육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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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촌(준비)과정 :
귀촌의 본격적인 준비를 위한 교육과정(탐색과정 수료자 대상 추천)
구분

기관명

과정명

1

(사)농촌으로가는길

농촌생활 기술학교

2

(사)전국귀농운동본부

빈집프로젝트 ‘시골집 고쳐살기’

3

(사)경남생태귀농학교

귀촌 준비 과정

4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귀촌성공 준비과정

5

(재)한국지도자아카데미

귀촌을 위한 특용작물창업 준비 과정

6

(주)자연에서찾은행복

충남귀농귀촌학교 2019 귀촌(준비)교육

7

흙처럼 아쉬람

귀농귀촌 흙집짓기 준비 과정

8

사회적기업 민들레코하우징

농촌주택 단열 에너지 계획 기술 및 창업교육

9

연암대학교 산학협력단

귀촌 준비 과정

10

(주)전략인재개발원

슬기로운 귀촌인을 위한 농촌정착 기초교육 준비 과정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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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창업농(탐색) :
장애인 및 보호자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안정적인 정착 지원
구분
1

44

기관명
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

2019 귀농귀촌 가이드북

과정명
장애인과 가족의 귀농귀촌 탐색 패키지 교육

교육 시간

교육장소

연락처

1기: 4.22 ~ 4.26
2기: 6.17 ~ 6.21
3기: 8.19 ~ 8.23
4기: 10.21 ~ 10.25

교육 일정

41

전북 진안

063-432-0604

1기: 5.29 ~ 6.2
2기: 6.26 ~ 6.30

41

전북 순창

031-408-4080

1기: 3.23 ~ 5.25
2기: 8.24 ~ 11.2

42

경남 창원

055-275-0044

1기: 4.2 ~ 4.16
2기: 7.16 ~ 7.30

50

서울 용산

02-794-7270

1기: 4.1 ~ 4.19

130.5

경기 시흥

031-405-6001

1기: 3.18 ~ 3.29
2기: 4.15 ~ 4.26
3기: 5.20 ~ 5.31
4기: 6.17 ~ 6.28
5기: 9.16 ~ 9.27

90

충남 서천

041-951-2117

1기: 3.20 ~ 3.30
2기: 4.17 ~ 4.27
3기: 5.15 ~ 5.25
4기: 6.5 ~ 6.15
5기: 8.21 ~ 8.31

78

강원 원주

033-766-7755

1기: 4.19 ~ 4.28
2기: 5.31 ~ 6.9
3기: 8.23 ~ 9.1
4기: 9.27 ~ 10.6

50

경북 의성

02-525-0195

1기: 4.22 ~ 4.26
2기: 9.2 ~ 9.6

35

충남 천안

041-580-5522

1기: 3.18 ~ 4.4
2기: 5.22 ~ 6.14
3기: 7.8 ~ 7.25

40

대구 남구

053-653-0100

1기: 5.3 ~ 5.12
2기: 8.22 ~ 8.31
3기: 10.17 ~ 10.26

135

대구 남구

031-585-8597

교육 시간

교육장소

연락처

72

서울, 홍성

02-771-1936

교육 일정
1기: 4.27 ~ 6.17
2기: 10.5 ~ 10.28

45

2019년 귀농귀촌 온라인 교육과정 안내
■교육과정 : 품목기술부터 기초 마인드 교육까지
다양한 교육과정을 무료로 수강가능, 총 97개 과정

■신청방법 : <농업교육포털> 회원가입 후 원하는
강좌 수강신청
* 온라인교육 수료실적 인정(단, 수료시간 50% 인정, 최대 40시간)

귀농귀촌종합센터 www.returnfarm.com

농업교육포털 www.agried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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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개

2019년 귀농귀촌 온라인
교육과정 목록
구분

과정명

귀농귀촌 생활정착
(농촌생활준비)

귀농 희망지역을 찾아라 / 자신의 능력을 활용한 귀촌 / 귀촌생활!
성공노하우 전수받기 / 인생2막! 여성농업인으로 사는 법 / 특급비밀!
농촌생활에 꼭 필요한 16가지 생활기술 등

귀농귀촌 품목기초

과수품목기초(사과 외 5) / 채소품목기초(고추 외 19) / 식량작물
(벼 외 5) / 약용작물(오가피 외 6) / 축산품목(흑염소 외 8)

귀농귀촌 품목심화

달인에게 배우는 시설원예 / 효과적인 퇴비제조 노하우 / 과수원
조성과 관리 / 천적을 이용한 해충방제 기술의 이해 / 환경친화적
잡초관리 / 하우스·온실 설치 사례 및 요령 / 농기계 종류 및 농작업
안전 교육 등

농업·농촌 이해 및 적성

귀농인이 알아야 할 미래 농업 전망 / 알아두면 유용한 농촌 생활
법률 / 귀농귀촌의 마음가짐과 자세 / 내 심장을 뛰게 하는 농촌형
일자리 등

정책 이해

귀농에 힘이 되는 지원정책 / 귀농귀촌 이렇게 시작하자! 등

품목탐색 및 준비

귀농귀촌을 위한 농지 구매요령 및 법안 / 귀농귀촌을 위한 주택
건축 및 구매실무 / 농촌사회조직과 네트워크 등

귀농귀촌 창업

6차산업 창업 및 우수사례 / 성공사례를 통해 배우는 창업준비 /
농업 비즈니스 창업 레포트 등

농업경영

귀농인이 알아야 할 경영 상식 / 귀농인을 위한 농업회계 / 경영
위기관리 / 농업, 경영을 만나다 등

갈등관리

농촌생활 갈등관리(이론) / 귀농귀촌 이해와 행복한 어울림(사례) 등

가공·유통

농산물의 재발견, 농산물 가공법 배우기 / 농촌소득을 높이는
농축산물 유통 바로알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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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아카데미 교육
및 소그룹강의
목적
귀농귀촌 희망도시민 및 은퇴예정자의 안정적인
농촌지역 정착에 필요한 귀농귀촌 이론 · 실무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무료 교육을 제공하여 체계적인 귀농귀촌 실행 준비 지원

교육과정
기본공통교육
- 기수당 3주 과정, 6회 (회차당 2시간, 총 12시간)
- 주간반/야간반 운영
- 농업·농촌의 이해, 농촌생활, 주민과의 갈등관리 등 귀농귀촌
마인드 중심의 기초소양 교육

소그룹강의
- 회당 2시간 (총 20회까지 신청 가능)
- 오전반/오후반 운영
- 도시민의 귀농귀촌 궁금증 해소를 위한 귀농선배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특강식 교육

과정별 교육 대상자
과정별
기본공통교육
기본공통
청년교육
소그룹강의

교육대상
기초소양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 초기 관심자
귀농귀촌 교육이력이 없는 2030세대 대상
* 2030세대는 만39세 이하로 ’79. 1. 1. 이후 출생자에 한함
귀농귀촌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예비 귀농귀촌인

※ 과정별 신청 횟수 제한
- (기본공통교육) 1인당 1기수만 신청 가능
- (소그룹강의) 연도와 상관없이 1인당 최대 20회까지 신청가능, 신청 후 불참 시에도 신청횟수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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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정 및 수료조건
과정

일정

시기

수료기준

기본공통 청년교육

3주,
매주 월/화

3~9월
6월, 10월

출석
80% 이상

소그룹 강의Ⅰ

월∼금요일

2월

소그룹 강의Ⅱ

수요일

3~10월

소그룹 강의Ⅲ

월∼금요일

11월

기본공통교육

출석
100%

필수사항
- 출석부에

반드시 서명 (2회)

* 시작시간 기준으로 20분내까지 서
명 인정

(www.agriedu.net)
- 농업교육포털

회원가입 후 수료증 개별 발급

신청방법
홈페이지 사전 신청
귀농귀촌종합센터 (www.returnfarm.com) → 교육정보 → 오프라인교육 →
귀농귀촌교육 → 신청하고자 하는 교육과정 신청

장소
귀농귀촌종합센터 內 교육장(aT센터 4층)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4층 귀농귀촌종합센터

문의
귀농귀촌종합센터 상담실 ☎ 1899-9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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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아카데미
및 소그룹강의
세부 프로그램
기본공통교육 (주/야간, 매주 월/화, 총 12시간)
주

프로그램

교육운영

농업·농촌의 이해
1주
농업소득 및 작목선택 요령
지역주민과의 융화, 갈등관리
2주
미래 농업의 발전 방향과 가치

(주간) 15:00~17:00
(야간) 19:00~21:00

귀농 영농창업사례
3주
6차 산업과 농업트랜드

기본공통(청년)교육 (5월 주/야간, 매주 월/화, 총 12시간)
주

프로그램

교육 운영시간

미래 농업의 발전 방향과 가치
1주
농업·농촌의 이해
청년 영농창업사례
2주
SNS를 활용한 농산물 유통 및 마케팅

(주간) 15:00~17:00
(야간) 19:00~21:00

농업 창업설계 및 창업계획서 작성 실무
3주
농식품 관련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기본공통(여성)교육 (8월 주/야간, 매주 월/화, 총 12시간)
주

프로그램

교육 운영시간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리더십
1주
유통마케팅 현황 및 소비자 트렌드 분석
농산물 포장 디자인
2주
여성농업인 지원정책 및 제도
영농 및 창업 우수사례
3주
농식품 가공 및 식품 위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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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15:00~17:00
(야간) 19:00~21:00

소그룹강의 (1인당 최대 20회, 매회 2시간
구분
소그룹강의Ⅰ
(2월/28회)

운영일정

2.11(월)∼28(목)

운영시간

교육주제

(오전) 10:00∼12:00
(오후) 14:00∼16:00

- 품목 및 작목소개
- 농업기술 및 생산농법
- 주택 및 농지제도
- 귀농귀촌 경영설계
- 농촌생활 사례
- 농산물 판매전략 등

월∼금

소그룹강의Ⅱ
(3∼10월/
46회)

3.13(수)∼10.23(수)

수

소그룹강의Ⅲ
(11월/16회)

11.4(월)∼13(수)

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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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인 농산업
창업교육

목적
귀촌인 대상 농산업 창업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정착지원 및
농업 인력구조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

교육기관
창업 분야의 교육시설과 농업 및 창업전문가를 강사로 보유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이 가능한 농업·농산업 관련 법인

교육대상
만 65세 이하, 농촌지역 주소지 이전 후 5년 이내의 귀촌인 중
농산업분야 창업 (유통, 가공, 서비스 등)에 관심있는 사람

교육규모
10개 기관, 교육생 총 200명 내외

교육시간
기관별 3개 과정, 과정별 100시간 (이론 35, 컨설팅 15, 과제수행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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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구성
이론
실무적으로 농산업분야 창업에 도움이 되는 교육

컨설팅
팀 단위 공동으로 진행하되 개인 수준별 맞춤형 컨설팅

과제수행
토론, 견학, 실습, 지역 방문 등

* 세부 교육프로그램은 ’19.6월 확정

문의
귀농귀촌종합센터 귀농귀촌지원실
☎ 02-2058-28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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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인구 감소로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 · 군의 도시민 유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지원

사업주체

공모를 통해 선정된 72개 시·군
강원 양양, 홍천, 횡성
충북 보은, 영동, 증평, 괴산, 옥천, 제천
충남 공주, 금산, 논산, 부여, 서천, 청양, 태안, 홍성
전북 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청, 완주, 익산, 임실,
         장수, 진안, 군산, 정읍
전남 강진, 고흥, 곡성, 광양, 구례, 나주, 담양, 보성, 영암,
         장성, 장흥, 함평, 해남, 화순, 순천, 신안, 여수, 진도, 영광
경북 김천, 문경, 봉화, 상주, 영양, 영주, 영천, 의성, 청송, 고령,
         영덕, 예천
경남 거창, 남해, 산청, 창녕, 하동, 함양, 합천, 고성, 밀양, 의령
제주 서귀포

지원규모

시·군당 3년간 6억원 이내

국비 50%

지방비 50%

단계별 주요사업
관심단계

준비단계

실행단계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농촌 문화·체험프로그램운영
융자금 안내,
(상담 등 정보제공),
사기피해 예방안내 및
귀농귀촌 이론·실습 교육
귀농귀촌인 DB 구축,
교육 지원,
농지·빈집·전원택지 등
도시민 유치 홍보물 제공
빈집수리비 등 제공
주거정보 제공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등

정착단계
지역인과의 갈등 해소,
융화합 프로그램 운영
귀농인모임 및 집들이
비용 지원, 일자리정보
DB 구축 및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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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귀농을 희망하는 예비 농업인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가족과
함께 체류하면서 농촌 이해, 농촌 적응, 농업 창업과정 실습
및 교육, 체험을 할 수 있는 One-Stop 지원센터 건립·운영

지원자격

사업내용

귀농귀촌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는 시·군

주거공간 30세대 이상, 세대별
텃밭(300㎡ 내외), 공동 실습 농장,
공동 퇴비장, 공동 자재보관소,
시설하우스, 교육시설(세미나실,
상담실), 쉼터 등 설치

지원조건
개소당 80억원
국비 50%

지방비 50%

운영

2년차 사업으로 추진
1년차

40억원

2년차 40억원

신청방법
해당 시·군에 문의

(’16) 금산, 제천, 영주
(’17) 홍천, 구례
(’18) 고창, 함양
(’19) 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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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 (041-750-3586)
•제천 (043-641-3426)
•영주 (054-639-7321~5)
•홍천 (033-430-4164~7)
•구례 (061-780-2085)
•고창 (063-560-8880~1)
•영천 (054-339-7646)
•함양 (055-960-4525)

귀농인의 집
조성
귀농귀촌 희망자가 거주지나 영농기반 등을 마련할 때까지
거주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게 머물 수 있는 임시 거처 제공

운영현황
80개 시·군, 451개소 운용(‘18년 말 기준)
(강원 11)     태백 1, 삼척 3, 홍천 2, 영월 1, 양양 4
(충북 37)    충주 8, 제천 3, 보은 1, 옥천 8, 영동 5, 증평 4, 괴산 1, 단양 7
(충남 49)    공주 3, 보령 3, 서산 2, 부여 1, 금산 3, 서천 7, 청양 9, 홍성 9, 예산 6, 태안 6
(전북 141)   군산 2, 정읍 15, 남원 13, 완주 18, 진안 7, 무주 5, 장수 13, 순창 32,
고창 13, 부안 7, 임실 16
(전남 91)    여수 1, 순천 1, 나주 5, 곡성 11, 구례 8, 고흥 9, 보성 3, 화순 11, 장흥 4,
   강진 10, 해남 2, 영암 5, 함평 3, 영광 1, 장성 2, 완도 1, 진도 6, 신안 6, 광양 2
(경북 70)    포항 2, 경주 1, 안동 5, 영주 6, 영천 5, 상주 10, 문경 8, 의성 10, 청송 3,
  영양 1, 영덕 1, 고령 9, 성주 1, 예천 2, 봉화 5, 울진 1
(경남 43)    의령 10, 함안 1, 고성 1, 남해 5, 하동 7, 산청 4, 함양 2, 거창 11, 합천 2
(제주 9)      제주시 8, 서귀포 1

입주자 비용 및 신청방법
해당 시·군에 문의

페이지 141~148 참조

※ 지자체 귀농귀촌 상담전화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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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닥터
운영
귀농닥터란?
귀농귀촌 현장 애로사항 해결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각 분야 전문가 및
멘토로, 귀농귀촌(희망)자에게 안정적인 농촌 진입과 정착을 지원하는 자

사업목적
초기 귀농귀촌 진입단계의 애로사항(문제점) 해결 및 안정적인 농촌 정착 지원

사업내용
■ 운영기간 : 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운영내용 : ‘귀농닥터(멘토)’가 ‘신청자(멘티)’에게 농촌정착에 필요한
현업 중심의 내용으로 상담 및 컨설팅 지도

■ 지원내용
    - 귀농멘토 : 멘토 1인당 멘티 5명(최대 25회) 교육가능, 회차당 10만원
자문수당 지급
    - 귀농멘티 : 멘티 1인당 멘토링 5회 진행가능, 자부담비 없음

교육내용
■ 교육분야 : 농지, 주택, 금융, 작목/영농기술, 재배기술, 가공/유통, 귀농교육 등  
■ 교육장소 : 멘토 농장 등 방문을 통해 현장밀착형 1:1 상담지도 및 실습,
벤치마킹 실시

■ 교육시간 : 2~3시간, 상담시기는 상호간 조정 가능
■ 신청자격
귀농닥터
(귀농멘토)
신 청 자
(귀농멘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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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년차 이상 귀농선배 또는 분야별 현장전문 활동가 중 지자체에서 추천한 선도농업인
2) 농식품부 최근 2년 이상 지정된 귀농귀촌 민간교육기관 중 2년 이상 활동한 귀농전문가
3) 농식품부 지정 농업마이스터·신지식농업인·WPL현장지도교수 등
1) 도시민 중 농업으로 전업하거나 관련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지역으로 이주했거나 희망자
2) 귀농귀촌 준비단계인 희망도시민 또는 초기 정착에 애로사항을 겪는 농촌거주 1년 미만
(전입일 기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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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귀농닥터(멘토)
회원가입
www.
returnfarm.
com

로그인

신청서
작성*

자격심사 후
담당자 승인

귀농닥터
멘토신청

지원정책
⇢
귀농닥터

클릭

* 품목, 지역, 연락처 등 필수 항목 상세히 작성                                  

■신청자(멘티)
회원가입
www.
returnfarm.
com

로그인

신청서
작성*

귀농닥터
매칭

귀농닥터
멘티신청

지원정책
⇢
귀농닥터

클릭

* 인적사항, 지원받고자 하는 분야, 희망 지역, 귀농닥터, 상담시간 등 요청사항 작성

결과보고 작성방법
■귀농닥터(진행 후 결과보고서 작성·등록)
사이트 로그인

마이페이지

닥터활동내역

멘티 선택

결과작성

저장

* 작성 요령 : 교육결과(세부내용), 교육성과(멘티의 문제해결여부, 상담 후 가시적인 변화 성과 등),
활동사진 2개 이상 첨부

■신청자(진행 후 만족도조사 작성·등록)
사이트 로그인

귀농닥터 모집 &
멘토링 신청

마이페이지

지원신청내역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온라인접수
www.returnfarm.com

문의

귀농닥터 선택

조사 작성
(1~3분 소요)

귀농닥터 담당
02-2058-28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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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귀농인 또는 신규농업인에게 필요한 단계별
현장실습교육(체험)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촌의 활력 증진에 기여

지원내용

귀농 초기 영농기술이 부족한 귀농인에게 선도농가가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마케팅, 창업 등 현장실습교육(체험) 지원

귀농연수생

￦

3~7개월간 매월 80만원 지급

지원자격

귀농연수생

최근 5년 이내 해당 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인 또는 해당
지역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의 신규농업인

신청방법

선도농가

￦

3~7개월간

멘토 수당
매월 40만원 지급

선도농가

지자체 추천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창업농업경영인,
우수농업법인 등

시·군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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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귀농인에게 농업 창업 및 주거 마련 자금 지원을 통해
안정적 농촌 정착과 성공적인 농업 창업 지원

사업개요

농협자금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

지원내용
2019년도 재원규모

주택 구입·신축

2019

3,000억원

농가 주택 구입 및 신축
(7천5백만원 한도 내)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3억원 한도 내)

신청절차
주소지 관할 시·군에
사업계획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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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창업 및
금융상담
귀농인 ⇢ 시·군

사전
신용·담보 조회
귀농인 ⇢
농협·농신보

사업신청서
제출
귀농인 ⇢ 시·군

지원조건
재원

대출금리

상환기간

금융자금 100%

창업 및
주택구입·신축 2%

5년 거치
10년 상환

(대출기관 : 농협)

지원자격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사업자로 선정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귀농어귀촌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도 신청 가능(‘19.7.1일부터 적용)

교육이수

귀농·영농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자
(사이버교육은 참여시간의 50%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귀농일로부터 영농 종사일 수 6개월 이상이거나 농과계 고등학교, 대학졸업자는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신청시기

상·하반기 2회 원칙
(상반기) 당해연도 1.1~2.10, (하반기) 당해연도 6.1~7.10
* 지자체 실정에 따라 시기는 상이할 수 있음
* 사업대상자는 선착순 지원 방식에서 선정심사를 통한 선발 방식으로 전환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선발 및 지원)
※ 귀농어귀촌법 제28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및 확인서 발급

확인서
제출

신용·담보
조회 및 대출

사업추진

사후관리

시·군 ⇢ 귀농인

귀농인 ⇢ 농협

농협 ⇢ 귀농인

귀농인

시·군,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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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준비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대표적 피해 유형
기획부동산형
싼 값에 토지나 주택을 분양해주겠다며 투자를 유도

영농조합법인형
특허받은 특용작물 기술 전수 및 시설·재료 제공,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허위과장 광고

묘목상형
귀농인들의 관심이 많은 작목의 예상소득을 과대 포장

애견브리딩형
애견 브리딩·분양업을 홍보하면서 비싼 값에 애견·시설·사료 등 판매

곤충산업형
농촌진흥청 등 정부기관의 명칭을 도용하여 과대광고

사업참여자 피해 예방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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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금 보장·고수익 사업, 정부기관 사칭,
귀농자금 대출 유도 등 광고를 조심하세요!

2

유사한 사업과 세부내역 및 견적 등을 비교해보고,
관련 전문가나 유관기관에 상담·컨설팅을 받으세요

3

귀농자금 관련 서류는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추진 현황을 점검 후 대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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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귀농귀촌인이 농업·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존 지역민과 융화 및 지역사회 기여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대상
70개 시·군 1,400개 마을(시·군당 20개 마을)

지원규모
시·군당 1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지원자격
도시민 농촌유치와 귀농귀촌을 연계 추진하고자 하는 시·군 및 도농복합시
(특광역시 제외)

교육내용
융화 우수사례, 갈등관리 방안, 역할극 등 주민참여형 교육 실시

교육시간 및 인원
마을 당 1회(2시간 이내), 20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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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영농초기 소득 불안정을 겪는 청년 농업인의
정착을 지원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농지임대 · 창업자금 ·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등도 연계 지원

신청자격 및 요건
연

령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 ’19년도 사업신청가능 연령 : 1979. 1. 1. ~ 2001. 12. 31.출생자

영농경력

독립경영 3년 이하 및 예비농업인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일 기준으로 계산

거주지

사업 신청하는 시·군·구 실제 거주자

겸

공공기관 및 회사의 상근 근로자 제외

업

청년창업농 지원혜택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농지은행
지원

후계농업경영인
정책자금 지원
및 기술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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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기준 및 방법

지원금액

독립경영 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100만원

90만원

80만원

1년차

2년차

3년차

✽건강보험료 등 일정 소득 이상 범위제한자 선발 제외

지급기간

최장 3 년
최초 선발 시 영농 경력에 따라 지급기간 차등
* 2019.4월부터 지급 예정

신용·체크 카드 발급

지급방법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범위 제한)

지급인원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당 1명
- 법인 공동대표일 경우 각각 지급
- 부부 경영일 경우 1인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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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처

www.agrix.go.kr

대표전화

1670-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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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
스마트팜에 특화된 실습중심의 장기 교육과정 운영으로
스마트팜 전문인력 양성 및 청년들의 관련 분야 취・창업 지원

신청 대상
전공에 관계없이 스마트팜 취·창업 희망 청년 (만 18세이상 ~ 만 40세 미만)

신청 기간
’19년 5~7월 모집(예정)
* 전북 김제시와 경북 상주시에 위치한 보육센터에서 각 52명씩 104명 선발·운영

지원 내용
전공에 관계없이 스마트팜 관련 농산업체 취업 및 창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장기보육(최대 20개월, 교육비 무료) 프로그램 제공
* 입문과정(2개월), 교육형실습(6개월), 경영형실습(12개월)

수료자 혜택       스마트팜 종합자금 및 장기 임대 농지 알선, 스마트팜 관련
                                 농산업체 취업 알선, 시도별 청년사업 연계 지원 등

문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1522-2911)
www.smartfarm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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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취업지원
선도 농업법인 등에서 청년 실무연수를 통해 농업에 관심있는 젊은 인력의
신규유입과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농업법인 등은 유능한 인재를 보다
용이하게 확보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

사업대상자
청

년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만18세 이상 ~ 만40세 미만의 미취업자
(’79.1.1.~’01.12.31.)

농업법인 등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및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자격
청

년

- 법인과 계약한 근무기간(최소 3개월) 동안 인턴활동이 가능한 청년
- 재학생인 경우, 휴학자 또는 마지막 학기 재학 중으로 졸업 이후 취업
    활동이 가능한 청년(온라인 교육이 주된 학교에 재학 중인 청년은 참여가능)

농업법인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 회계장부 작성 또는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한 농업법인
-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2년 이상인 농업법인
-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①직전 2년 평균 매출액
    5억원 이상, ②상시종사자 5인 이상, ③경영규모 기준표 상 ‘전업농’
    이상의 경영규모

사

- 농식품부에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 농식품부에서 선정한 사회적농업 실천 조직

회

적

경제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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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사회적 경제조직은 법인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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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선정된 법인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 지원

지원조건
- 법인에 채용 청년 1인당 월 보수의 50% 이내(월 100만원 한도)로 연간 최대 600만원
    (최대 6개월)까지 지원
- 인원한도 : 법인 당 사업시행년도 기간 동안 3명까지
- 지원기간 : 최소 3개월 ~ 최대 6개월
- 채용조건 : 4대 보험 가입 필수

문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일자리지원실 (☎ 044-861-8773, 8778)

71

청년귀농
장기교육

사업목적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위한 실습중심의
장기 체류형 교육과정 지원

구분

기관명

재배품목

교육내용

1

화천현장귀농학교
영농조합법인

노지·시설채소
수도작

절기별 작물재배 방법 이해와 실습,
다양한 농촌생활기술 이해와 실습 등

2

영농조합법인 수미마을

노지·시설채소
수도작

농장경영 역량강화, 마을에 대한 이해,
노지·시설채소 및 수도작 실습 등

3

사단법인 흙살림연구소

친환경 작물

4

사단법인 전국귀농운동본부

5

농업회사법인 ㈜두호

6

농업회사법인 ㈜다나딸기농장

7

전북귀농귀촌학교 영농조합법인

8

임실참생명 협동조합

방울토마토
친환경채소

시설원예 및 품목(시설채소, 축산, 포도)에
대한 이해, 유통과정 및 현장실습 등

9

영농조합법인 바람햇살농장

대추·과수

농가형 6차산업 경영교육
품목 농작물 재배(대추, 과수 등) 실습 등

10

영농조합법인
빗돌배기농어촌체험휴양마을

단감·딸기·
토마토

작물 기초 및 개념,
딸기재배 및 육묘기술, 귀농 창업 교육 등

11

농업회사법인 봉농원

딸기

단감·딸기·토마토 품목 재배이론 및 실습,
생산 및 유통 등 교육, 선도농가 견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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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시설채소
수도작
딸기·포도

딸기
노지·시설채소
수도작

농업 농촌의 이해,
친환경 채소 품목 실습교육 등
농장경영 기술 습득, 지역농가와 멘토링교육 및
관계형성, 생산물 가공 및 실습을 통한 소득창출
ICT기반 실습교육(딸기, 포도),
농촌 공동체 교육, 농산업 창업교육 등
딸기 재배 및 육묘기술, 친환경(무농약),
ICT 스마트팜, 환경관리 등 이론 및 실습교육
농업농촌의 이해, 온라인 마케터 교육,
드론교육, 품목 이론 및 실습 교육 등

교육대상

만 40세 미만 귀농 희망 청년  (197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

교육시간

총 600시간 이상, 6개월 내외(교육기관별 상이)

교육규모

11개 기관, 교육생 총 100명 내외

교육구성

청년층이 성공적인 창농에 필요한 역량과 경험을 실제 복합농업 활동과
      농촌 생활을 통해 직접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별 특색 있는 교육 구성

수료혜택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자금 융자 심사 시 선정 우대
  (이주기한, 거주기한, 융자조건 등 구비 시 가점 5점 부여)

문의

귀농귀촌종합센터 귀농귀촌지원실 (☎ 02-2058-2852~3)

교육기간

교육장소

연락처

3.28 ~ 9.28

강원 화천

033-442-6233

5.13 ~ 10.17

경기 양평

031-775-5205

4.1 ~ 9.30

충북 괴산

043-833-5004

4.1 ~ 9.27

충북 괴산

031-408-4080

3.20 ~ 9.20

충남 천안

041-585-4657

4.7 ~ 9.19

충남 논산

041-732-0957

4.1 ~ 9.27

전북 정읍

063-535-9261

3.4 ~ 8.30

전북 임실

063-643-9400

4.1 ~ 9.30

경북 경산

053-802-5800

3.12 ~ 9.20

경남 창원

055-291-4829

5.1 ~ 10.30

경남 거창

055-942-3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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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농업인 대상
지원 사업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청년층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시 신용보증 우대
* 신용이 낮은 청년층에 간이신용평가제를 적용, 2억원까지 농신보 보증을 통해 대출
* 자세한 사항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참고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지원대상

최대 3억원

후계농업경영인

융자

* 만18세 이상 ~ 만50세 미만,
영농종사경력 없거나 10년 이하,
농업 관련 교육 이수자

지원내용

- 경종 및 축산분야에서 농지구입·시설 설치 등
- 창업기반 조성을 위한 금융자금 지원
  * 연리 2%, 최대 3억원,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
인건비

100~180만원
지원

전문인력
채용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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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농업법인 외 주요 정부지원 법인

농업경영체가 일정자격요건을 갖춘 전문인력(CEO 및 농고·농대 졸업생 등)을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연차별 차등 지원(월100~180만원, 최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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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모태펀드
펀드 결성액

9,740억원
사업목적

투자

민·관합작투자 형태의 새로운
정책금융을 확대하여
농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

지원현황

’19. 2월 기준 펀드 결성액 9,740억원(정부 5,512, 민간 4,228)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실습비용

월 80만원 (3~7개월)
지원

현장실습

지원대상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사업
대상자중 현장실습교육을 희망하는
예비독립경영인 등

지원내용

선도농가에서 영농실습을 희망할 경우 실습비용으로
월 80만원(3~7개월 지원)
* 세부사항은 신규농업인 현잘실습교육에 준함 (페이지 61 참조)

상향식 학습조직 운영
지원대상

학습조직에 관심있는 농업인
*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농업인 또는 여성농업인 우선 선정
* 농업인 교육 수료생 또는 참여 중인 자를 우선 선정

지원내용

농업인이 학습팀을 조직하여 현장 문제해결형 학습계획을
수립하면 공모를 통해 선정 및 운영비 지원
* 강사수당, 학습 코디네이터 수당, 식비·다과비, 교재비, 현장실습비 등
  (국고 70%, 자부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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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조자격
조건 완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을 지원 받기 위한
귀농귀촌교육 100시간 이수방법 다양화
- 농촌 재능기부, 농촌봉사활동 실적 최대 40시간까지 포함
(참여시간의 50%만 인정)

•직업군인, 조선업 고용조정자(2015.1.1. 이후 퇴직(예정)자)
대상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을 받기 위한 거주요건 완화
- 퇴직
 후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 기존 근무지(거주지)가 농촌지역이라 하더라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북한이탈주민은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도
귀농어귀촌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 가능 (’19.7.1. 이후 적용)

농촌주택 포함 2주택 소유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일몰기간 연장(2020.12.31까지)
- ‘조세특례제한법ʼ 개정 완료

귀농인 창업자금 융자조건(이자율 3%→2%)완화
귀농인 주택구입·신축자금 융자조건(이자율 2.7%→2%)완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농어업인에 대해 보험료의 50% 지원
- 신고소득이 91천원을 초과할 경우 정액(40,950원/월) 지원
(다만, 농외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은 사람은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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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지원

농지구입 시 취득세 감면
■ 귀농인이

자경 목적으로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조성 목적의 임야에 대해서 취득세 50% 감면

경감된 취득세 추징 요건
(지특법 제6조 제4항)

귀농일부터 3년 이내
농지 소재지 시·군·구
외의 주소지로 이전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

(식품산업과 농업 겸업 가능)

* 귀농일(지특법령 제3조 제4항) :
   귀농인이 새로 이주한 농촌으로 전입신고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
* 귀농인의 정의(지특법령 제3조 제3항)
① 농촌 외의 지역에서 귀농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실제 거주한 자
②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③ 농촌에 전입신고하고 실제 거주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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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양도소득세 감면
■ 귀농주택과 일반주택 소유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으로 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귀농주택의 소재지 : 영농목적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지역(읍·면) 소재 주택
귀농주택 소유지는 세대전원이 귀농주택으로 이사(주민등록 이전)한 후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않거나, 그 기간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추징(소령 제155조 제12항)

귀농주택 조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0항)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거주할 것
고가주택(9억원 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대지면적이
660㎡ 이내일 것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

■ 도시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조세특례제한 제99조의 4)
(현황) 현재 ‘농·어촌 주택ʼ이나 ‘고향주택ʼ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 주택ʼ이나 ‘고향주택ʼ 취득 이전에 보유하였던 일반주택을
매도하였을 경우 면적·가격 등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양도세를 면제
구분
주택취득기한

소재지

대지 면적
취득 당시 가격

농가주택

고향주택

’03.8.1~’20.12.31

’09.1.1~’20.12.31

읍·면(광역시 군·수도권 소재
주택 제외)

가족관계등록부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로 10년 이상 거주한 시지역

도시·토지 거래 허가·투기·관광
단지 제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에 소재할 것
(수도권, 관광단지 제외)

두 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소재하지 않을 것

두 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시,
또는 연접한 시에 소재하지 않을 것

660㎡
2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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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배경
베이비 붐 세대의 본격 은퇴 등 증가하고 있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 마련 필요
- 국회 본회의 통과(’14. 12. 29) 및 공포(’15. 1. 20)
-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시행(’15.7.21)

법안 주요내용

‘귀농어업인ʼ과 ‘귀촌인ʼ의 정의 규정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및 매년 시행

귀농어·귀촌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80

2019 귀농귀촌 가이드북

낙후지역(접경지역, 개발대상도서지역)
이주자 우대지원

교육훈련 등 지원을 위해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운영

지원사업, 농업기술, 농촌생활정보 등 및
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사업과 비용 지원

지역주민과의 교류 · 협력시책 추진
박람회 개최
교육지원
일자리 알선
창업자금 및 기술 · 경영 컨설팅
주택 구입 · 신축 · 수리 또는 임차 비용
농지 · 축사 · 양식장 · 어선 · 어구 또는 어장 매입 · 임차 비용
농기계 임대 · 은행 사업 지원
유휴농지 · 유휴시설 중개 · 알선 등

* 2019년 주요 개정사항 (7월 1일부터 적용)
- (개정)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지원)
* 재촌 비농업인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 (신설) 제21조의2(지원금의 환수), 제28조(벌칙)
* 지원금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조치사항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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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담보력이 부족한 농림수산업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신용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움

보증 이용 흐름도

출
대

납
부

보
청

보

증

신
증

료

보

및

행
실

출

증
심

대

사

농업인

보증서 발급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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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보증서 발급

(농·수·산림조합 등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이용안내

1 step
거래 금융기관(농협·수협·산림조합 등)에 대출 및 신용보증 신청

2 step
금융기관에서 보증기관(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심사 요청

3 step
보증기관 또는 신청 금융기관에서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실시

4 step
심사결과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증서 발급

5 step
대출실행 전 신청인이 보증기관에 보증료 납부

6 step
신청 금융기관에서 신청인에게 보증서 담보대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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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귀농귀촌의 첫걸음

귀농귀촌 가이드북

05
지자체별
지원정책
■ 귀농귀촌 지원정책 86
■ 청년 귀농귀촌 지원정책 126

귀농귀촌
지원정책
※ 자세한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사업' 내용은 p.6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내용은 p.62~63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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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

양주

여주

연천

정보
제공

김포시 엘리트농업대학

이론 및 실습, 선진지 견학, 현장 교육 등 총 4개 과정

영농
창업

농기계 임대 지원

1회 최대 2일 농기계 임대 지원
(대기자 부재 시 1회 연장 가능)

영농
창업

농기계 임대 지원

1회 최대 3일 농기계 임대 지원

정보
제공

귀농 아카데미

귀농 아카데미 교육, 총 40명

영농
창업

농업발전기금 지원

[시설자금] 8,000만원, [경영자금] 4,000만원,
총 100,000만원 한도 내 대상자 선정

정보
제공

연천농업대학

농업 전문기술 교육, 총 100시간, 2개 과정
(생활원예학과, 친환경농업과)

정착
지원

농가주택 건축설계비 지원

최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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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

원주

강릉

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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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

귀농 교육

영농기초 기술교육, 총 2회

정착
지원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월 80만원/1년차, 월 50만원/2년차, 총 8명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월 80만원/1년차, 월 50만원/2년차, 총 2명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이사 비용 지원, 총 5가구

정착
지원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월 80만원/1년차, 월 50만원/2년차, 총 4명

정보
제공

귀농귀촌 교육

농촌생활적응 및 영농기초 기술교육 운영

정착
지원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월 80만원/1년차, 월 50만원/2년차, 총 1명

정착
지원

2019 귀농귀촌 가이드북

태백

삼척

정보
제공

영농교육지원

기초교육 및 영농ㆍ산림기술

정착
지원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월 80만원/1년차, 월 50만원/2년차, 총 1명

정보
제공

영농정착기술 교육

50시간 이상, 총 30명

빈집수리비 및 영농기반조성비 지원

[빈집수리비] 가구당 500만원, [영농기반
조성비] 가구당 500만원, 총 2,000만원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월 80만원/1년차, 월 50만원/2년차

홍천군 귀농귀촌학교 운영

농업창업 소개 및 농장탐방 지원 등 2박3일
단기숙박 교육(기수당 26명), 총 10회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30세대, 체류형 시설 및 영농 교육프로그램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월 80만원/1년차, 월 50만원/2년차, 총 4명

지역
융화

귀농귀촌인 창업 및 지역사회 기여

팀당 1,000만원, 총 5팀

정보
제공

귀농귀촌종합학교 운영

귀농귀촌 단계별 교육, 총 4회

정착
지원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월 80만원/1년차, 월 50만원/2년차, 총 3명

이웃주민 초청행사 지원

가구당 50만원, 총 14가구

귀농귀촌 마을화합 및 교류 지원

개소당 200만원, 총 5개소

재능기부 활동 지원

단체당 100만원, 총 5단체 내외

정보
제공

기초영농기술 교육

8회 35시간, 총 40명

영농
창업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정착
지원

정보
제공

홍천

정착
지원

횡성
지역
융화

초기 영농정착을 위한 시설 및 농기자재

영월

지원, 개소당 1,000만원(자부담 40%),
총 10개소

평창

정착
지원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월 80만원/1년차, 월 50만원/2년차, 총 5명

정보
제공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19개 과정 영농교육, 총 20회

귀농 기초영농시설 지원

개소당 최대 1,400만원(자부담 50%)
총 40개소 내외

귀농인 선도농가 소득모델 창출

개소당 최대 4,000만원(자부담 50%)
총 2개소 내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세대당 500만원(자부담 20% 이상)
총 6개소

영농
창업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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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정선

정착
지원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월 80만원/1년차, 월 50만원/2년차, 총 10명

지역
융화

귀농귀촌 활성화 프로그램

귀농귀촌 페스티벌, 총 1회

지역
융화

귀농귀촌 화합프로그램 운영

지역민과 함께하는 화합행사 운영
총 3개소 내외

기초영농기술 교육

품목중심 기초영농교육, 총 40명

귀농귀촌 맞춤수요형 교육

영농생활적용 실용교육, 총 40명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세대당 최대 125만원, 총 10세대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동당 600만원(자부담 50%), 총 5동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가구당 최대 100만원, 총 8가구

농가주택 건축설계비 지원

가구당 최대 200만원(자부담 50%), 총 3가구

정착
지원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월 80만원/1년차, 월 50만원/2년차, 총 3명

영농
창업

청년취업농 지원

현장맞춤형 재배기술과 경영관리 기술습득 지원
총 1명

정착
지원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월 80만원/1년차, 월 50만원/2년차, 총 2명

지역
융화

지역단위 농촌관광 시스템 구축

브랜드 개발 및 홍보 지원, 총 1개소

정보
제공

기초영농기술 교육

귀농귀촌 및 영농교육, 총 35명

정착
지원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월 80만원/1년차, 월 50만원/2년차, 총 10명

정보
제공

귀농귀촌종합학교 운영

[기초교육] 1박2일, [심화교육] 1박2일
[현지교육] 2박3일, 총 3회

정착
지원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월 80만원/1년차, 월 50만원/2년차, 총 3명

지역
융화

귀농인 정착 및 교류 활성화

지역민과 함께하는 화합프로그램 운영 지원
개소당 200만원, 총 5개소

정보
제공

귀농귀촌 체험학교 운영

귀농귀촌 사전 체험 교육, 150명 내외

귀농귀촌인 주거환경 개선

개소당 500만원, 총 3개소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월 80만원/1년차, 월 50만원/2년차, 총 7명

정보
제공

철원

영농
창업

정착
지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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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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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

영농
창업

정착
지원

충주

정보
제공

귀농창업 활성화 소자본
창업실행비 지원

소자본 귀농창업실행비 지원
1,000만원, 총 5개소

농기계 구입 지원

농가당 500만원(자부담 50%), 총 5개 농가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농가당 200만원, 총 4개 농가

귀농인 정착교육(단기과정)

농업농촌ㆍ작목기술ㆍ농기계활용ㆍ영농현장 교육
10일간 60시간, 총 3회

귀농인 정착교육(심화과정)

실무 및 현장교육, 8일간 50시간, 총 2회

귀촌인 충주역사 문화탐방

3일간 20시간, 총 2회

도시민 유치 농심체험

1박2일 농심체험 지원, 인당 12만원, 총 2회

귀농귀촌 컨설팅의 날

맞춤형 종합 컨설팅 지원
매주 수요일 2시간 (2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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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창업

충주

정착
지원

지역
융화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창업아이템 발굴 및 소규모 창업자금 지원
호당 1,000만원, 총 9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호당 200만원, 총 6호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경작지 임대료 지원
호당 200만원, 총 10호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호당 100만원, 총 50호

귀농귀촌인 및 지역주민 융화교육

지역민과 함께하는 융화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200만원, 총 7개소

신규농업인 멘토멘티 지원

100만원/멘티, 50만원/멘토, 총 40개소

신규농업인 교육

영농정착 기술 및 정보 교육, 총 16회

귀농인 영농정착기반 조성 지원

농기계 및 농자재 구입 지원, 300만원
(자부담 50%), 총 35개소

집들이 비용 지원

세대당 50만원, 총 33개소

귀농귀촌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지역민과의 상호교류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개소당 200만원

귀농귀촌인 역량강화 교육

귀농귀촌 인식변화 1박2일 교육. 총 1회

정보
제공

제천

영농
창업

지역
융화

정보
제공
귀농귀촌인 선진지역 현지연찬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중고농기계 제외)
최대 500만원, 총 37호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지원

당해연도 구입한 농지의 취득세 지원
최대 200만원, 총 58호

보은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지역
융화

옥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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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3,000㎡이상
500만원/6,000㎡이상, 총 53호

귀농귀촌인 생활자재 구입 지원

호당 최대 20만원, 총 58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호당 200만원, 총 8호

귀농귀촌인 및 지역주민 융화교육

지역민과 함께하는 융화프로그램 운영
총 2개소

귀농창업 활성화 교육

귀농정책 및 창업교육, 컨설팅 지원
창업실행비 지원, 인당 1,000만원

기초영농기술 교육

영농정착기술교육 15회
(13회/이론 및 실습, 2회/현장교육)

정보
제공

영농
창업

총 2회

귀농인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영농
창업

정착
지원

선진지역의 다양한 작물 재배기술 공유

농기계 구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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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관리기, 150만원/경운기
총 18~20명

영농
창업

귀농인 농지주택 구입 세제지원

가구당 최대 300만원, 총 10명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가구당 최대 100만원, 총 30명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가구당 최대 500만원, 총 8세대

집들이 비용 지원

가구당 최대 40만원, 총 1,000만원

귀농귀촌 위탁교육

영농교육 지원, 회당 100만원, 총 10회

재능기부 활동 지원

회당 20만원, 총 50회

정착
지원

옥천

지역
융화

귀농귀촌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포럼, 체육대회, 활동평가비 지원
개소당 1,000만원, 총 1개소

귀농귀촌인 및 지역주민 융화교육

지역민과 함께하는 융화프로그램 운영비
개소당 200만원

시골살이 체험행사

2박3일 시골살이 체험행사, 총 2회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115만원/관리기(자부담 50%), 총 5대
150만원/운반차(자부담 50%), 총 16대

소형 저온 저장고 지원

농가당 300만원(자부담 50%), 총 13농가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과수시설 설치비 지원, 농가당 500만원
(자부담 50%), 총 13농가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세대당 최대 200만원, 총 26세대

농가주택 건축설계비 지원

세대당 최대 150만원(자부담 50%), 총 10세대

지역
융화

집들이 비용 지원

세대당 최대 50만원, 총 34세대

정보
제공

1귀농인 1직원 담당제

귀농인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 지원

정착
지원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200만원/2인 이하 세대, 300만원/3인 세대,
400만원/4인 이상 세대, 총 5세대

지역
융화

귀농귀촌인 및 지역주민 융화교육

지역민과 함께하는 융화프로그램 운영비
(요가 및 다도) 지원, 총 2개

정보
제공

영농정착기술 교육

기초영농기술교육 및 농업정보 제공, 총 40명

영농
창업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세대당 500만원 (100만원/1년차, 200만원/
2년차, 300만원/3년차), 총 15가구

정착
지원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가구당 200만원, 총 4개소

정보
제공

영농
창업

영동

정착
지원

증평

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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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

귀농인 도우미 지원

귀농멘토링 활동 수행 지원
월 50만원(월 10회 이상 활동 시), 총 20가구

영농
창업

농기계 임대 지원

임대비 50%, 총 5개소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호당 200만원, 총 8호

농가 도우미 지원

여성농업인 도우미 비용 지원
일 7만원(자부담 1만원), 총 20명

집들이 비용 지원

가구당 50만원, 총 13가구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귀농창업자금 지원, 개소당 1,000만원
총 3개소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농가당 200만원, 총 15농가

정착
지원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농가당 200만원, 총 4농가

지역
융화

귀농귀촌인 및 지역주민 융화교육

지역민과 함께하는 융화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개소당 200만원, 총 1개소

귀농인 영농 멘토제 지원

귀농멘토링 활동 수행 지원, 가구당 30만원,
총 5가구

농촌체험 프로그램

간담회 및 선도농가 방문 등 2박3일 투어
(자부담 4만원), 총 3회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새해 영농계획 수립 및 신기술 교육
총 1,800명

귀농인 비닐하우스 지원

가구당 최대 120만원, 총 13가구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가구당 최대 120만원, 총 12가구

괴산
정착
지원

지역
융화

영농
창업

음성

정보
제공

단양
영농
창업

귀농귀촌인 전기ㆍ수도ㆍ인터넷 지원 가구당 최대 200만원, 총 2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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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
지원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가구당 최대 200만원, 총 4가구

지역
융화

동아리 활동 지원

지역민과 함께하는 동아리 활동 지원, 총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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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세종

천안

정보
제공

정보
제공

영농
창업

공주

정보
제공

영농
창업

귀농귀촌 교육

전원생활 및 영농기술 교육. 총 2회

귀농현장애로 지원단 운영

농업기술 상담 및 멘토링 지원

귀농귀촌 교감프로그램 운영

귀농준비 영농체험, 총 50명 내외

영농정착기술 교육

기초영농기술 교육 및 농업정보 제공
총 50명 내외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귀농창업 컨설팅, 우수 아이디어 및 창업아이템
발굴 지원, 총 2개소

귀농귀촌인 역량강화 교육

정착기술, 농작물, 현장방문 지원, 총 4회

새해 농업인 교육

품목별 핵심기술, 농업경영 교육, 총 20회

귀농귀촌 안내도우미 지원

농지ㆍ주택, 작목선택, 선도농장방문 등 안내

귀농인 영농 및 유통지원 사업

농산물 유통관련 시설 및 기자재,
영농 신기술 농자재 지원, 총 5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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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귀농 후 창업교육, 컨설팅 등 창업관련 지원
총 2개소

농기계 임대 지원

1회 최대 3일 농기계 임대 지원
(대기자 없을 경우 연장 가능)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세대당 300만원 (조례 개정 후 신고시 500만원)

귀농귀촌인 이사비용 지원

세대당 100만원, 총 10개소

농가주택 건축설계비 지원

세대당 최대 100만원, 총 10개소

집들이 비용 지원

세대당 최대 50만원, 총 20개소

귀농귀촌 국제농업연찬

선진 농업 및 귀농귀촌 분야 벤치마킹 지원
1,000만원

귀농인 영농정착 시범 지원

다목적 영농기반시설 지원
세대당 1,000만원 (자부담 30%), 총 5개소

귀농인 창업농 육성 지원

귀농인 창업자금 지원, 세대당 4,300만원
(자부담 1,300만원), 총 1개소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세대당 500만원, 총 4개소

귀농현장애로 지원단 운영

농업기술 상담 및 멘토링 지원

귀농귀촌 교감프로그램 운영

귀농준비 영농체험, 총 50명 내외

정보
제공

기초영농기술 교육

농촌생활법률 및 기초영농기술 교육, 총 80명

영농
창업

귀농인 소규모 농장 조성

시설확충 및 개보수, 농자재 구입, 총 5개소

지역
융화

귀농귀촌협회 운영 지원

과제교육 및 현장학습 활동 지원, 총 1개소

정보
제공

교육ㆍ상담ㆍ정보제공

영농기술 교육, 멘토링 운영, 농촌체험,
지역별 정보제공 등

영농
창업

농기계 임대 지원

농기계 임대 지원

정착
지원

인구증가 시책

전입일 기준 1년 이전 또는 전입 후 1년 이내에
주택 신축 및 구입하는 경우, 정착지원금 지원
연 100만원, 2년간 지원

기초영농기술 교육

기초영농기술 교육과 농업정보 제공
21회 100시간

귀농현장애로 지원단 운영

귀농 3년 이내 초기 귀농인 교육 및 멘토 지원
총 2개소

귀농귀촌 교감프로그램 운영

귀농귀촌 예정자 세대 합숙교육, 총 1회

영농
창업

공주

정착
지원

지역
융화

보령

영농
창업
정착
지원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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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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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영농
창업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창업컨설팅 및 창업 실행비 지원, 총 2개소

정착
지원

귀농인 소규모 영농정착
실습농장 시범

소규모 영농시설 및 장비 지원, 총 1개소

귀농귀촌 대학

귀농귀촌 정책, 정착정보, 특화작목 재배기술 등
100시간, 총 80명 내외

귀농창업 작목탐색 교육

지역특화작목 탐색 1박2일 교육
총 5회(회당 30명 내외)

귀농귀촌 교감프로그램 운영

지역탐방 및 귀농귀촌 사례 학습 지원
총 5회(회당 40명 내외)

귀농귀촌 네트워크 활성화 교육

귀농귀촌사례 및 현장탐방 지원
총 5회(회당 40명 내외)

새마을 주민소득지원 기금

소득기반 조성 및 경영안전자금 융자 지원
총 18가구 내외

귀농인 소득모델 창업지원

소규모 실습농장 조성 지원
750만원, 총 2개소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귀농창업교육 및 심화컨설팅 지원, 총 2명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20세대, 체류형 시설 및 영농 교육프로그램

농가주택 건축설계비 지원

건축 및 토목설계비 50% 감면

도시민과 귀농인 간 만남의 장
화합행사 지원

귀농 창업 및 정착 교육,
총 2회(회당 40명 내외)

귀농귀촌 교감프로그램 운영

지역농가와 세대 맞춤형 교감프로그램 운영
체험비, 숙박비, 강사료 등 지원, 총 500만원

귀농귀촌예정자 현장실습 교육

숙박비, 식비, 교통비 지원, 총 2,000만원

기초영농기술 교육

기초영농기술 교육 및 농업정보 제공
16회 64시간

귀농인 농업시설 지원

개소당 2,000만원(자부담 50%), 총 10개소

귀농인 소규모 주택개선 지원

개소당 700만원(자부담 50%), 총 8개소

초보귀농인 농자재 지원

개소당 50만원, 총 50개소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개소당 300만원, 총 16개소

귀농인 현장교육장 조성

현장교육장 조성 지원
개소당 2,000만원(자부담 50%), 총 1개소

농가주택 건축설계비 지원

개소당 100만원, 총 25개소

정보
제공

금산

영농
창업

정착
지원

지역
융화

정보
제공

부여
영농
창업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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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정착기술 교육

단계별 영농정착 교육, 총 5회

귀농투어 운영

귀농선배 농장방문 및 주요시설 견학
총 4회

귀농귀촌 교감프로그램 운영

농가연계 숙박형 체험 프로그램 운영
총 10세대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창업실행비 최대 1,000만원, 총 2개소

귀농인 수익형 영농정착 지원

귀농인 소득기반 조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700만원, 총 3개소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소형 농기자재 구입비 보상 지원
세대당 최대 50만원, 총 20개소

농가주택 수리 및 건축설계비 지원

세대당 350만원, 총 30개소

예비 귀농귀촌 맞춤형 교육

정책교육 및 통합교육, 총 2회

귀농귀촌학교 운영

작물재배기술 및 정책교육, 총 2회

귀농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기, 건조기 등 농업 소형농기계 지원
세대당 500만원, 총 60개소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귀농 창업 지원
농가당 1,000만원, 총 2개소

빈집수리비 지원

농가주택 리모델링 지원
세대당 500만원, 총 10개소

귀농귀촌 화합프로그램 운영

세대당 50만원, 총 20개소

귀농귀촌인 갈등관리 교육

지역민과의 융화교육, 총 1회

영농
창업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컨설팅 및 창업 실행비 지원, 총 3개소

정착
지원

귀농인 정주 환경 개선

농촌 주택 개ㆍ보수 비용 지원, 총 10개소

귀농인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마케팅 활동 및 유통비 지원, 총 6개소

집들이 비용 지원

지역민과 함께하는 화합행사 운영
총 60개소

정보
제공

귀농체험체류 및 현장실습 지원

1박 2일 체험비 지원
1,500만원, 총 100명 내외

영농
창업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100만원, 총 20가구

정착
지원

빈집수리비 지원

500만원, 총 4가구

정보
제공

서천
영농
창업

정착
지원

정보
제공

영농
창업

청양
정착
지원

지역
융화

홍성
지역
융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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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정착기술 교육

농업농촌 정착을 위한 기본교육, 총 15회

태안군 귀농체험학교 운영

귀농귀촌 여건소개 및 선배귀농인 상담
1박2일 12시간 교육, 총 5회

청장년 창업기반 조성

개소당 2,000만원, 총 2개소
(40세 이하 1개소, 41세 이상 1개소)

새마을 주민소득지원 기금

2,000만원(연리 1%, 2년 거치 2년 상환)
총 5개소 내외

농가주택 건축설계비 지원

개소당 100만원, 총 50호 내외

귀농귀촌 화합프로그램 운영

개소당 500만원, 총 4개소

집들이 비용 지원

개소당 50만원, 총 20개소

아름다운 귀농귀촌 마을 만들기

귀농귀촌인 정착 우수마을 육성
개소당 20,000만원, 총 3개소

정보
제공

영농
창업

태안
정착
지원

지역
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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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군산

영농
창업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소형농기계 가격의 50%

정착
지원

주택 및 농지 임차료 지원

최대 250만원

정보
제공

귀농귀촌 교육(기본, 심화과정)

영농기술 및 현장실습 교육·견학
과정당 50명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시설 지원

개소당 2,000만원 (자부담 50%),총 10개소

귀농인 임대 농업기계 임차료 지원

농기계 임대료 50%, 총 150만원

귀농인 농업장려 수당지원

월 40만원, 총 70세대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1,000만원, 총 5개소

귀농귀촌인 이사비용 지원

개소당 50만원, 총 100개소

농가주택 건축설계비 지원

개소당 200만원, 총 5개소

귀농인 농촌 빈집 임대료 지원

월 15만원 총 23개소 내외

영농
창업

익산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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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농지 정보 구축

주택 및 농지 정보 제공자 대상 수당 지급
총 60건

귀농귀촌학교 운영

귀농귀촌현장체험 및 이론교육, 총 2회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소규모 농업용 시설 지원
세대당 500만원(자부담 50%), 총 20호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세대당 50~100만원, 총 20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세대당 500만원, 총 10호

마을 환영회 지원

회당 50만원, 총 30회

동아리 활동 지원

지역민과 함께하는 동아리 활동 지원
동아리당 200만원, 총 5개

주택 및 농지 정보 구축

주택 및 농지 정보 제공자 대상 수당 지급
건당 10만원, 총 35건

귀농귀촌 체험실습 및 교육

농촌 체험 및 교육 기회 제공, 총 8회

농기계 안전등화장치 부착 지원

개당 10만원, 총 400개

농기계 구입 지원

농업용 지게차 구입 지원, 세대당 1,000만원
총 30대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보험 가입금액 85% 지원, 총 4,000ha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가구당 최대 500만원, 총 40가구

귀농귀촌인 이사비용 지원

가구당 100만원, 총 100가구

귀농귀촌인 자녀 정착금 지원

자녀당 50만원, 총 60명

소규모 삶터 조성

4가구 이상 귀농귀촌인 대상
마을 공동 기반시설 지원

귀농귀촌인의 날 행사 지원

워크숍 및 어울림 한마당 운영 지원

마을 환영회 지원

지역민과 함께하는 화합행사 지원, 총 16회

귀농귀촌 기본교육

기초 영농기술 교육, 총 50명

귀농귀촌 심화교육

귀농창업 교육, 총 30명

정보
제공

영농
창업

정읍
정착
지원

지역
융화

정보
제공

영농
창업

남원

정착
지원

지역
융화

김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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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창업

김제

정착
지원

지역
융화

정보
제공

완주
정착
지원

지역
융화

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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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농기계 및 장비 지원(자부담 50%)
총 30개소 내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자부담 50%)
총 10개소 내외

지역정착 이사비용 지원

10만원/1명, 20만원/2명, 30만원/3명
총 3,000만원

임시거처(둥지) 제공

보증금 100만원
월세 10만원 (6개월~2년 거주 가능), 총 6개소

동아리 활동 지원

지역민과 함께하는 동아리 활동 지원, 총 6개

귀농체험학교 운영

예비 귀농귀촌인 대상 도시민 귀농학교 운영, 총 1회

귀농귀촌 체험

예비 귀농귀촌인 및 지역민 대상 체험 지원, 총 1회

지역민과 함께하는 실용교육

실용교육 운영, 총 6회

주택 및 농지 정보 구축

주택 및 농지 정보 제공자 대상 수당 지급
건당 10만원, 총 35건

멘토 컨설팅

월 15건 이상 정보 제공, 총 9명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교육비 월 18만원(17.8평형 2세대)
월 22만원(22.3평형, 1세대)

재능기부 활동 지원

귀농귀촌인 재능기부 활동 지원, 총 2명

마을 환영회 지원

지역민과 함께하는 화합행사 지원, 총 20회

동아리 활동 지원

지역민과 함께하는 동아리 활동 지원, 총 5개

멘토 컨설팅

농업 및 농촌생활 등 분야별 상담 지원, 멘토 10명

귀농귀촌학교 운영

농촌기술교육, 농촌체험 및 견학
교육비 지원(자부담 10%), 총 6회

도시민 상담 및 교육

도시민 대상 귀농귀촌 상담 및 교육 운영
교육비 지원, 총 2회(회당 40명)

지역민과 함께하는 실용교육

실용 및 실습교육 진행, 교육비 지원, 총 4회

귀농귀촌 창업보육 학교

농촌 정착 적응 지원, 교육비 지원, 총 40명

영농정착기술 교육

기초영농 및 농정시책, 8회 32시간, 총 40명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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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창업

2040 청년농업인 이자 지원

귀농 창업자금 융자금 연 이자 지원
(만 49세 이하 농업창업 융자대상) 연 최대 200만원

체재형 가족농원

텃밭 임대 및 체재동(8개동) 지원

소규모 마을조성 사업

진입로 등 마을기반시설사업 지원
1,500 ~ 18,000만원

이웃주민 초청행사 지원

집들이 비용 지원, 가구당 30만원, 총 40가구

동아리 활동 지원

동아리당 150만원, 총 10개

마을 환영회 지원

마을당 50만원, 총 16마을

귀농귀촌 교육

귀농귀촌 정책 소개 및 농촌생활 교육 지원
회당 250만원, 총 2회

예비 귀농인 학습

무주군 소개 및 귀농귀촌 지원정책 홍보
회당 750만원, 총 2회

귀농체험학교 운영

무주군 체험 프로그램 운영
회당 1,050만원, 총 1회

지역민과 함께하는 실용교육

농기계 관리방법, 용정방법, 난로만들기 등
총 6회(150만원 4회, 300만원 2회)

주택 및 농지 정보 구축

주택 및 농지 정보 제공자 대상 수당 지급
건당 10만원, 총 35건

농산업 창업교육

농산업 창업준비를 위한 심화교육
회당 1,000만원, 총 1회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영농분야 창업에 필요한 비용 지원
개소당 550만원(자부담 50만원), 총 3개소

은퇴 도시민 영농 및 생활 지원

소모성 영농기자재 및 집기류 구입비 지원
165만원(자부담 15만원), 총 10개소

농산업 창업지원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 및 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비 지원 개소당 500만원, 총 7개소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개소당 550만원(자부담 50만원), 총 5개소

농가주택 건축설계비 지원

개소당 150만원, 총 10개소

귀농귀촌인 이사비용 지원

개소당 50만원, 총 10개소

마을기반시설 조성

기존마을 인접 주거를 위한 시설 조성 지원
개소당 1,000만원, 총 2개소

귀농귀촌인 한마음 행사 지원

회당 1,500만원, 총 1회

정착
지원

진안

지역
융화

정보
제공

무주
영농
창업

정착
지원

지역
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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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

지역
융화

마을 환영회 지원

회당 50만원, 총 16회

동아리 활동 지원

동아리당 200만원, 총 10개

집들이 비용 지원

개소당 30만원, 총 30개소

귀농귀촌학교 운영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 대상, 연 2기 교육

여성귀농학교 운영

여성 도시민 대상, 연 1기 교육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동당 500만원, 총 5개소

지역민과 함께하는
귀농귀촌문화제 지원

지역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총 1회

동아리 활동 지원

지역민과 함께하는 동아리 활동 지원, 총 5개

농기계 기술교육

관리기,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 기술교육

멘토 컨설팅

월 30만원(월 15회 이상 활동 시), 총 8명

귀농귀촌희망자 농촌문화 체험

관내 농촌문화 체험, 총 1회

주택 및 농지 정보 구축

주택 및 농지 정보 제공자 대상 수당 지급
건당 10만원, 총 35건

소득사업 융자지원

세대당 최대 3,000만원
(연 1.5%, 1년 거치 5년 균등상환)

귀농 현장실습비 지원

희망 작목의 선도농가 연계 현장실습비 지원
세대당 300만원, 총 5가구

교육훈련비 지원

세대당 50만원, 총 6가구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시설 지원

저온저장고,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등
세대당 최대 1,000만원(자부담 50%), 총 30가구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세대당 200만원, 총 50가구

귀농귀촌인 이사비용 지원

세대당 50만원, 총 24가구

주택 구입 신축 및 수리지원

세대당 최대 500만원(자부담 33%), 총 50가구

동아리 활동 지원

동아리당 200만원, 총 5개

마을 환영회 지원

마을당 50만원, 총 16마을

정보
제공

장수

정착
지원

지역
융화

정보
제공

임실

영농
창업

정착
지원

지역
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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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기술 교육

농촌 생활기술 교육, 총 2회(회당 30명 내외)

멘토 컨설팅

인당 30만원(월 15회 이상 도우미 활동 시), 총 7명

농촌체험 버스비 지원

농작물 수확시기와 연계한 수확체험 등 농촌
체험 버스비 지원, 총 25회

지역리더 교육

읍면 마을 이장 대상 갈등예방 교육
회당 50만원, 총 11회

소득사업비 지원

소득 및 생산기반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비 50%, 최대 1,000만원, 총 50세대

지역정착 이사비용 지원

50만원/1인, 100만원/2인 이상, 총 240세대

주택수리 및 신축비

사업비 70%, 최대 500만원, 총 85세대

농가주택 건축설계비 지원

설계비 30%, 최대 50만원, 총 85세대

귀농창업 실행자금 지원

인당 1,000만원(자부담 125만원), 총 4명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운영

임시거주지 10세대, 1,000㎡ 실습농장

집들이 비용 지원

최대 50만원, 총 240세대

이웃주민 화합행사 지원

회당 1,300만원, 총 1회

동아리 활동 지원

지역민과 함께하는 동아리 활동 지원
동아리당 200만원, 총 5개

마을 환영회 지원

지역민과 함께하는 화합행사 지원
회당 50만원, 총 16회

재능기부 활동 지원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대상 주거환경 개선
총 2,000만원

귀농귀촌학교 운영

영농이론교육 현장실습 및 선도농가 방문
총 100명 내외

멘토 컨설팅

귀농귀촌인 무료 상담 지원
총 멘토 14명(각 읍면당 멘토 1명 선정)

도시민 팸투어(홈스테이) 지원

숙박비 및 1박 2식 지원, 총 100회

고창으로 행복한 초대

농촌체험 및 선도농가 현장견학 등 고창 체험
프로그램 운영, 총 2회

수도권 귀농아카데미

현장견학 및 고창 귀농귀촌 정책 등 교육
총 100명 내외

귀농체험학교 운영

2박3일 농촌체험, 선도농가 현장견학 등
귀농체험 프로그램 운영

정보
제공

영농
창업

순창

정착
지원

지역
융화

고창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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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

영농
창업

지역리더 교육
지역민과 함께하는 실용교육

지역리더의 귀농귀촌에 대한 의식개선 교육
총 14회
지역민과의 화합 및 소통을 위한 교육 지원
총 2회

귀농귀촌 정착 선도품목
발굴지원

20,000만원(자부담 50%), 총 4명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창업 컨설팅 및 시드머니 지원, 총 5명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농자재 등 귀농 초기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인당 100만원(1년차 50%, 2년차 25%,
3년차 25%), 총 576명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주거 필수 부분 수리비 지원, 총 30가구

소규모 귀농귀촌 전입가구
기반조성

진입로 및 배수로 등 기반시설 조성, 총 1개소

마을 환영회 지원

지역민과 함께하는 화합행사 지원, 총 56회

귀농귀촌 정책설명회 및 간담회

지역리더와 귀농귀촌협의회 읍면지 회의
정보교류의 장 마련, 총 14회

동아리 활동 지원

지역민과 함께하는 동아리 활동 지원, 총 6개

귀농체험학교 운영

2박3일 일정의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
(자부담 10%)

지역민과 함께하는 실용교육

회당 450만원, 총 2회

주택 및 농지 정보 구축

주택 및 농지 정보 제공자 대상 수당 지급
건당 10만원, 총 50건

도시민 상담 및 교육

귀농귀촌 정책 소개, 귀농설계 및 갈등관리  
회당 250만원, 총 3회

지역리더 교육

읍면 마을 이장 대상 갈등예방 교육
총 550만원, 13회

정책사업 설명회

신규 전입 귀농인 대상 지원정책 소개
총 600만원, 7회

멘토 컨설팅

귀농멘토링 활동 지원, 총 1,650만원, 7명

재능기부 활동 지원

귀농귀촌인 재능기부 지원, 총 610만원, 13개소

마을 환영회 지원

회당 100만원, 총 35회

동아리 활동 지원

총 990만원, 5개 동아리

고창
정착
지원

지역
융화

정보
제공

부안

정착
지원

지역
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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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귀농귀촌 팸투어 추진

관외 거주 귀농귀촌 희망자 대상 농업 현황 및
귀농귀촌 정책 설명, 선도농가 견학 등 운영, 총 2회

영농정착기술 교육

귀농귀촌 전략, 품목별 농업기술 및 농업경영 전략
성공사례 공유, 총 60명 내외

귀농인 농업생산기반 지원

농지기반 정비, 비닐하우스 신축, 농기계 구입 등
개소당 1,000 ~ 2,000만원, 총 4개소

귀농인 농업 융복합산업
창업 지원

6차산업과 관련된 시설 또는 기반 시설 지원
개소당 2,000 ~ 3,000만원, 총 2개소

귀농인 유휴농지 개간 지원

유휴농지 활용을 위한 개간비 지원
농가당 200만원, 총 10개소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거주공간, 농촌생활, 지역체험 등 프로그램 제공
최소 5일 ~ 최대 60일 진행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세대당 최대 360만원, 총 15세대

정보
제공

여수

영농
창업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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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
지원

여수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세대당 최대 500만원, 총 4세대

귀농귀촌 유치 우수마을
활력화 지원

귀농귀촌인(5가구 이상)과 지역주민
(10가구 이상) 이 참여하는 소통 프로그램
개소당 250만원, 총 4개소

집들이 비용 지원

최대 50만원, 총 40세대

귀농귀촌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귀농귀촌인 동아리 모임 추진 및 생산물
전시ㆍ판매 지원 등, 총 9회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소형농기계 구입비 일부 지원, 최대 200만원
총 25대

귀농인 농지 임대료 지원

연 세대당 최대 250만원, 최대 3년 지원,
총 60개소

지역정착 이사비용 지원

호당 최대 100만원, 총 50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수리비 50%, 최대 500만원, 총 22개소

이웃주민 화합행사 지원

개소당 최대 100만원, 총 30개소

농기계 종합공제 지원

지역농협 가입자 자부담 비용의 50%,
총 1,000농가

주민소득 융자 지원

운전 및 시설 자금 지원 (융자한도 : 최대 5,000
만원/개인, 최대 10,000만원/단체), 총 8명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영농기반시설, 관정 및 양액시설, 축사보수 등 지원
개소당 최대 2,000만원(자부담 50%), 총 5개소

정착
지원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개소당 최대 500만원(자부담 20%), 총 6개소

지역
융화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

급식재료비 및 도우미 인건비 등 지원
개소당 160만원, 총 250개소

정보
제공

귀농귀촌인 역량강화 교육

영농정착 기술교육 운영, 총 40명

귀농인 소규모 생산기반
확충 지원

소형하우스 설치 및 소형 농기계 지원,
세대당 최대 500만원, 총 1식

귀농인 소규모 창업농 지원

교육 컨설팅 및 홍보 마케팅 지원,
세대당 최대 500만원, 총 1식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세대당 최대 500만원, 총 2개소

귀농인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

최대 800만원, 총 1식

귀농인 모임체 육성 지원

귀농인 모임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최대 1,000만원, 총 1식

지역
융화

영농
창업

순천
정착
지원

지역
융화

영농
창업

나주

영농
창업

광양

정착
지원

지역
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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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정보
제공

영농정착기술 교육

영농기초기술 교육 및 선진지 견학
40회 160시간, 총 100명

정착
지원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세대당 300만원, 총 5개소

귀농인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 부스 지원, 총 3~4회

이웃주민 초청행사 지원

세대당 1회 다과비 및 기념품 지원, 총 10세대

귀농귀촌협의회 농업선진지
견학

농업선진지 및 귀농귀촌 우수사례 견학, 연 1회

귀농인 신규농업인력 육성
지원

농기계, 하우스 등 농업기반시설 지원, 세대당
최대 600만원(자부담 50%), 총 20개소

시설하우스 임차 지원

동당 50만원, 총 15동
(농가당 최대 지원 한도 : 시설하우스 2동 이하)

공유의 농촌경제 공동체
활성화 지원

농업기반시설 및 농기계 공유 지원, 총 30개소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세대당 최대 500만원, 총 40개소

집들이 비용 지원

집들이 행사비용 지원, 총 25세대

귀농귀촌인 한마음행사 지원

화합행사 및 권역별 간담회 운영비 지원, 총 4회

영농정착기술 교육

품목별 영농기초기술 교육, 매주 1회 4시간 교육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교육이수자 영농기반 지원

영농 및 농산물 가공 시설, 농기계 구입 등 지원
1,000만원(자부담 50%), 총 5개소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비가림 하우스, 저온저장고, 농업용 관정,
농기계 구입 중 택 1 지원
600만원(자부담 50%), 총 10개소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500만원(자부담 20%), 총 10개소

귀농귀촌 워크숍

귀농귀촌인 마인드 형성 교육, 식비, 숙박비,
교통비 지원, 총 2회

이웃주민 초청행사 지원

개소당 50만원, 총 30개소

도시민 농촌문화체험 추진

고흥군 농촌문화체험 기회 제공, 총 3회

귀농귀촌 농업배움터 지원

작목별 선도농가로 영농교육 기회 제공, 총 40명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주택 본체 수리비 지원, 총 30세대

지역
융화

정보
제공

영농
창업

곡성
정착
지원

지역
융화

정보
제공

영농
창업

구례
정착
지원

지역
융화

고흥

정보
제공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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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
지원

고흥

보성

귀농어 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자부담분 1% 지원, 연 최대 100만원, 총 65명

집들이 비용 지원

50만원, 총 50명

재능기부 활동 지원

선배 귀농귀촌인들의 무료 재능기부 (공방 및 요리)

귀농귀촌인 봉사단 운영

귀농귀촌인 봉사활동 운영 지원

귀농귀촌인 소모임 운영 지원

지역민과 함께하는 소모임 운영 및 활동비 일부 지원

정보
제공

영농정착기술 교육

농업기술교육, 농업경영ㆍ마케팅ㆍ기술창업교육
총 30명 내외

영농
창업

청년귀농인 농업창업 지원

농업시설물 설치 및 농기계 구입비 지원
농가당 최대 3,000만원(자부담 30%), 총 5개소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가구당 500만원, 총 10동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가구당 최대 600만원(월 20만원/1인 세대,
월 35만원/2인 세대, 월 50만원/3인 세대)

지역
융화

귀농귀촌인 이웃사촌
친구맺기 지원

집들이 행사비용 지원,
가구당 50만원, 총 20개소

정보
제공

새내기 영농체험 농장교육

영농기초교육 및 현장실습, 총 2회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귀농창업 아이템 발굴 및 실행비 지원
개소당 1,000만원, 총 2개소

학사농업인 육성 지원

만 50세 이하 학사 농업인 대상 융자 지원
최대 20,000만원(연리 1%, 3년거치 10년 상환
/시설, 2년거치 3년 상환/운영)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소형농기계, 저온저장고, 중형관정 등 영농정착에
필요한 비용의 50% 지원, 총 8개소

귀농인 농산물 포장재 개선

농산물 포장재 디자인 및 제작 비용의 70% 지원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개소당 500만원, 총 5개소

자녀와 함께하는 귀농귀촌
안심정착 지원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귀농가족 대상 안심정착 지원
가구당 240만원/자녀 1명 가족, 가구당 360만원
/자녀 2명 이상 가족, 총 3,000만원

마을 환영회 지원

개소당 30만원~40만원, 총 15개소

귀농귀촌 동호회 운영

귀농인 50%이상의 동호회 운영 지원
개소당 150만원, 총 4개소

귀농인 모임체 및
직거래 장터 활성화

귀농인 모임체 지원 및 직거래 장터 운영 지원, 총 1개소

지역
융화

정착
지원

영농
창업

화순
정착
지원

지역
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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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 초청 농촌체험

귀촌현황, 지원정책, 농업현장방문 등
1박2일 체험활동, 회당 30명, 총 4회

귀농농촌지역 선진지 견학

국내 우수선진농가 1박2일 현장방문,
회당 30명, 총 3회

영농
창업

귀농어업인 창업자금 지원

경종, 축산, 수산분야 창업자금 지원
세대당 최대 2,000만원(자부담 50%), 총 18농가

정착
지원

귀농어업인 주택수리비 지원

세대당 최대 500만원, 총 18농가

지역
융화

귀농인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

생산농산물 판매를 위한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

정보
제공

주작목 배움교실

월 8~10회, 1일 3시간 현장실습교육 지원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농업창업 및 가공사업 등 영농규모 확대 지원
농가당 1,000만원, 총 2개소

귀농정착 보조사업

귀농인의 농업창업 및 영농규모 확대 지원
사업비 50%, 최대 1,500만원

체류형 귀농사관학교 운영

기수별 4개월 교육, 총 12가구

귀농인 보금자리 마련
보조사업

농가주택 신축 및 수리비 지원(설계비 포함)
최대 500만원, 총 6개소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경종분야 하우스 시설, 과원조성 등 농업생산
기반 구축 지원
최대 2,000만원(자부담 50%), 총 5개소

귀농정착 소득기반조성 시범

비가림하우스, 단순가공기기 등 소득화 작목
재배기반 조성 지원 , 최대 2,100만원(자부담 30%)
[지원제외대상 : 가공시설, 창고, 축사개보수 등]

정착
지원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가구당 최대 500만원, 총 10개소

정보
제공

기초영농기술 교육

100시간 이상 기초영농기술 교육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귀농인의 안정적인 초기정착을 위한 경제적 지원
월 20만원/2인 세대, 월 40만원/3인 세대, 3년간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최대 500만원/2인 이상 세대, 총 3,000만원

이웃주민 초청행사 지원

집들이 행사 및 마을잔치 다과비용 지원
세대당 50만원, 총 2,000만원

품목별 학습동아리 지원

귀농인 12인 이상으로 구성된 학습 동아리 활동
동아리당 300만원, 총 1,500만원

정보
제공

장흥

강진

영농
창업

정착
지원

영농
창업

해남

정착
지원

영암

지역
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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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

농업인 대학

품목별 전문기술 및 영농 교육, 총 50명

영농
창업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농업관련 시설 설치비 지원
세대당 최대 2,000만원(자부담 30%), 총 20개소

정착
지원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세대당 600만원, 총 10개소

지역
융화

귀농인 모임체 활성화 지원

영농체험, 유치활동 및 모임체 운영 지원, 총 1개소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ㆍ가공 시설, 농기계 구입 등
2,000만원(자부담 50%), 총 15농가

귀농인 관정개발 지원

중형관정 개발지원
700만원(자부담 50%), 총 3농가

정착
지원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500만원, 총 4농가

지역
융화

안정적 농촌정착 환경 조성

연 2회 9개 읍ㆍ면의 귀농귀촌 모임 지원

정보
제공

기초영농기술 교육

귀농귀촌 교육 12회 50시간, 총 40명

영농
창업

귀농인 창업농 육성 지원

농업용 묘목, 저장시설, 농기계 구입 등 지원
개소당 1,000만원(자부담 50%), 총 2개소

주거공간 리모델링 지원

개소당 500만원, 총 10개소

귀농인 한옥체험관 운영

임시거주공간 2세대 운영, 총 2세대

귀농인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직거래장터

직거래장터 참석 보상금 지급 (공무원 국내여비 기준)
총 4개소

신규귀농귀촌인 홍보물품
제작지원

지역민 인사용 홍보물품(수건) 제작 지원
세대당 수건 50매 지원, 총 50개소

도시민 삼시세끼 농촌체험

농촌생활 체험 기회 제공, 총 50개소

귀농인 농업기초반 교육

농업관련 기초 기술ㆍ재배 교육 지원, 총 27회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숙박, 교육, 체험 활동비 지원, 총 50개소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농업관련 소모성 기자재 구입비 지원
세대당 500만원, 총 10개소

귀농인 창업농 육성 지원

6차산업 관련 창업 지원
세대당 4,000만원(자부담 50%), 총 1세대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마케팅, 로고제작, 시제품 제작, 지적재산권 등 지원
세대당 1,000만원, 총 3개소

무안

영농
창업

함평

영광

정착
지원

지역
융화

정보
제공

장성

영농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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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세대당 500만원, 총 10개소

전입장려금 지원

인당 10만원, 총 12개소

귀농귀촌협의회 직거래 장터

협의회원 직거래장터 활성화 지원, 총 2개소

귀농귀촌인 및 지역주민 융화

지역민과의 화합을 위한 융화교육 지원
총 20개소

정보
제공

기초영농기술 교육

품목중심 기초영농 교육

지역
융화

이웃주민 화합행사 지원

귀농인 모임체의 컨설팅 및 영농체험 지원
개소당 400만원, 총 1개소

정보
제공

영농정착 품목별 전문교육

4과정 100명/품목별 전문과정, 10회 500명/
영농정착 기술교육

도시민 현장학습 농장 운영

현장실습형 농장 조성비, 임차료, 시설설치 또는
구입 등 초기자본 지원, 개소당 2,000만원, 총 2개소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시설설치, 가공관련 등 영농에 필요한 장비시설
구입비 지원, 가구당 최대 600만원, 총 10가구

귀농인 영농자재 지원

가구당 최대 300만원, 총 10가구

귀농인 청장년 창농지원

시설설치, 가공시설, 기타 농기계 구입비 지원
가구당 최대 1,050만원, 총 5가구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가구당 최대 500만원, 총 10가구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가구당 최대 100만원, 총 20가구

지역
융화

지역주민과의 상생,
융화 프로그램 지원

재능기부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행사
공동참여, 총 1,000만원

정보
제공

기초영농기술 교육

마을단위 집합교육, 총 80명 내외

영농
창업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농업관련 시설 설치, 영농자재 및 소형 농기계
구입비용 지원, 개소당 사업비의 50%
최대 500만원, 총 8개소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세대당 최대 550만원(자부담 50만원), 총 11개소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최대 600만원(인당 100만원), 총 5~10농가

귀농인 현지융화 지원

집들이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용 지원
세대당 50만원, 총 20개소

정착
지원

장성
지역
융화

완도

영농
창업

진도

정착
지원

신안
정착
지원

지역
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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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정보
제공

포항

포항시 귀농귀촌 아카데미

귀농정책, 지원, 재배기술 등 정보 제공
기수당 15주 과정, 40명 교육, 총 2회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영농시설 및 농자재 구입비 지원
세대당 최대 2,000만원(자부담 50%), 총 8세대

중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중소형 농기계 구입비의 50%, 최대 100만원
총 5세대

영농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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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농업대학 운영

귀농귀촌 준비사항, 작목별 기초재배기술
선진농가 현지견학 등 지원, 총 45명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2,000만원(자부담 30%), 총 10개소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소형농기계 구입비 70%, 최대 210만원, 총 10개소

정착
지원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최대 100만원, 총 20개소

지역
융화

이웃주민 초청행사 지원

마을주민초청 집들이 등 교류행사 지원
최대 50만원, 총 20개소

기초영농기술 교육

품목별 영농기초 교육 및 농기계 실습
우수농가 현장체험 투어 운영, 총 50명

김천시 농업인 대학

전문가 초청 교육 및 자기주도 학습 운영
총 80명(40명/포도, 40명/복숭아)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농기계, 하우스시설, 관수시설 등, 총 80개소

농업인턴 지원

선도농가의 지도하에 6개월 현장 실습 지원
월 100만원, 6개월간 지원, 총 10개소

정착
지원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빈집 리모델링 및 보일러 교체 등 지원, 총 20개소

정보
제공

영농정착기술 교육

품목중심 영농정착 교육, 총 50명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영농기반 구축에 필요한 자금 지원
농가당 500만원(자부담 20%), 총 50명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영농기반시설 및 농가운영자금 융자 지원
1,000 ~ 5,000만원

영농
창업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기반시설 확충 등 지원
세대당 500만원(자부담 20%)

정보
제공

귀농귀촌 체험투어 운영

2박3일 현장교육 및 체험 운영, 총 4회

영농
창업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농업시설 확충 및 개보수, 농기계 구입 지원
세대당 500만원(자부담 20%), 총 19농가

귀농인 학자금 지원

농가당 100만원, 총 10농가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세대당 430만원(자부담 130만원), 총 10농가

정보
제공

영농
창업

경주

정보
제공

김천
영농
창업

안동
영농
창업

구미

영주

정착
지원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30세대, 체류형 시설 및 영농 교육프로그램 제공
지역
융화

귀농귀촌인 만남의 날
행사 지원

귀농귀촌인 간 정보교환 및 지역민과 함께하는
화합행사 지원, 총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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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집들이 비용 지원

집들이 행사비용 지원, 총 8농가

귀농귀촌 홍보 및 직판행사

직판행사부스 운영비 지원, 총 2회

귀농귀촌인 사랑방 운영

고충상담 및 화합지역민융화 유도, 총 2회

재능기부 활동 지원

재능기부 활동 지원, 총 8회

귀농귀촌인 역량강화 교육

인당 최대 50만원의 농업관련 유료교육
수강료 지원, 총 50명

귀농인 농기계 임대료 감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경종농업분야 및 축산분야 시설 확충 및 개보수 지원
세대당 500만원(자부담 20%), 총 56개소

정착
지원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36세대, 체류형 시설 및 영농 교육프로그램 제공

지역
융화

귀농귀촌 한마당 행사 지원

지역민과 함께하는 화합행사 지원, 총 1개소

귀농인 영농지원

500만원(자부담 20%), 총 40개소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영농기반시설 및 농기계 지원
500만원(자부담 20%), 총 12개소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영농기반시설 및 농가운영자금 융자 지원,
1,000 ~ 5,000만원

귀농인 농기계 임대료 감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정착
지원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1,000만원(자부담 50%), 총 10개소

지역
융화

이웃주민 초청행사 지원

집들이 행사비용 지원, 40만원, 총 40개소

영농정착기술 교육

농업기초 교육 및 현장실습 지원, 총 70명

귀농귀촌 코디네이터 운영

귀농귀촌 코디네이터 활동수당 지급
인당 80만원, 총 8명

귀농귀촌인 역량강화 교육

선진농가 방문 및 워크숍 개최, 총 1회

귀농귀촌 소식지 발간

귀농귀촌인 주요 활동현황 공유, 연 2회 발간

귀농인 소득 지원

농업시설 개보수, 농기계 구입 등 지원
농가당 800만원(자부담 30%), 총 10농가

지역
융화

정보
제공

영농
창업

영천

영농
창업

상주

정보
제공

문경

영농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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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농업시설 개ㆍ보수, 농기계 구입 등 영농정착 지원
농가당 500만원(자부담 20%), 총 5농가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농가당 800만원(자부담 30%), 총 8농가

귀농인 보금자리 운영

귀농인 보금자리 사용에 따른 임차료 지원
동당 150만원, 총 8동

귀농귀촌인 한마음행사 지원

화합행사 및 체육행사 개최, 총 1회

귀농창업 연구회 운영

연구회 활동비(재료비, 교육비) 지원, 총 6개소

지역화합 및 캠페인

지역특산물 판매 및 자연정화 활동 지원, 총 1회

집들이 비용 지원

집들이 행사비용 지원, 총 10세대

정보
제공

귀농귀촌학교 운영

귀농귀촌 교육(3~6월), 총 100명

영농
창업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가족단위 실제영농종사자 대상 영농설계에 따라 지원
세대당 최대 500만원, 총 4명

정보
제공

영농기술 교육

기초영농기술교육 및 농업정보 제공
총 40시간 이상, 총 30명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경종농업 및 축산분야 시설 확충 및 개보수
세대당 최대 500만원(자부담 20%), 총 35농가

농지구입 세제지원

세대당 최대 200만원, 총 10농가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영농기반시설 및 농가운영자금 융자 지원
1,000만원~ 최대 5,000만원

정착
지원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세대당 최대 300만원, 총 15농가

정보
제공

귀농인 영농체험 현장학습

6개 품목 영농체험 현장학습 운영, 총 6개소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농기계 구입, 과원 조성 등 농업기반 시설 확충 지원
500만원(자부담 20%), 총 63농가

귀농 창농기반 조성

농기계 구입 및 하우스 설치 등 (65세 이하 세대주)
5,000만원(자부담 30%), 총 2농가

새내기 귀농인 육성 지원

농기계 구입 및 하우스 설치 등 소득기반 영농시설
지원(50세 이하 세대주)
2,000만원(자부담 30%), 총 3농가

귀농귀촌인 이사비용 지원

20만원/1인 가구, 40만원/2인 가구,
60만원/3인 가구, 총 100가구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10만원/1인 가구, 20만원/2인 가구,
12개월간 지원, 총 70가구

영농
창업

정착
지원

문경

지역
융화

경산

군위

영농
창업

영농
창업

의성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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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청송

지역
융화

이웃주민 초청행사 지원

정보
제공

귀농인 귀농학교 수강료 지원 귀농관련 학교 수강료 지원, 세대당 30만원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경종농업 분야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지원, 세대당 400만원

농지구입 이자지원

전입 후 2년 내 대출 실행한 자금에 대한 이자발생
금액 지원, 세대당 150만원, 3년간 지원

농지구입 세제지원

전입 후 3년 내 농지구입으로 인해 납부한 세액 지원
세대당 200만원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세대당 300만원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영농기반시설 및 농가운영자금 융자 지원,
1,000 ~ 5,000만원

귀농 농가 지원

농기계, 비가림 시설, 저온창고 등 농축자재 지원
세대당 500만원(자부담 20%), 총 10농가

정착
지원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세대당 500만원(자부담 20%), 총 12농가

정보
제공

귀농인 아카데미 운영

영농 이론교육 및 현장실습, 총 40농가

영농
창업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경종, 축산 및 농업 기반시설 확충 지원
농가당 400만원, 총 24농가

정착
지원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농가당 50만원, 총 20농가

영농
창업

정착
지원

영농
창업

영양

영덕

집들이 행사비용 지원, 세대당 30만원, 총 40가구

청도군 농민사관학교
정보
제공

청도
영농
창업

정보
제공

고령

(귀농영농 분야)

귀농영농 교육, 총 40명

청도군 농민사관학교

청도반시 아카데미, 복숭아 아카데미,
강소농핵심리더 교육, 과정별 40명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영농기반시설 및 농가운영자금 융자 지원,
1,000 ~ 5,000만원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영농규모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지원
세대당 500만원(자부담 20%), 총 7농가

귀농인 영농정착장려금 지원

농기계 및 농자재 구입 지원
100만원/2인 전입시, 200만원/3인 이상 전입시,
총 3,000만원

기초영농기술 교육

1일 4시간, 총 17회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세대당 500만원(자부담 20%), 총 10개소

귀농인 6차산업 저변확대

세대당 1,000만원(자부담 30%), 총 2개소

영농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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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성주

정착
지원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세대당 500만원(자부담 20%), 총 3개소

지역
융화

마을 환영회 지원

세대당 50만원, 총 4개소

정보
제공

영농정착기술 교육

현장실습교육을 위한 활동비(교통비, 교재비) 지원

영농
창업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농업시설 확충 및 개보수, 농기계 지원
세대당 500만원(자부담 20%)

이웃주민 초청행사 지원

가구당 50만원, 총 10가구

귀농인회 지역봉사활동 지원

재능기부 봉사활동 추진비, 총 3~4회, 1개소

영농
창업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영농 규모 확대, 시설 확충 및 개보수, 농기계 구입 등
지원, 농가당 500만원(자부담 20%), 총 3명

정보
제공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운영

선도농가 체험 및 견학 프로그램 운영, 총 2,000만원

영농
창업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영농규모 확대, 시설 확충 및 개보수, 농기계 구입 등
자금 지원, 인당 500만원(자부담 20%), 총 6명

정착
지원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농가당 100만원, 총 60농가

귀농귀촌 교육

교육 운영 지원(사업비의 80% 지원), 총 3식

귀농인 교육훈련비 지원

귀농교육훈련에 필요한 수강료 일부 지원
가구당 최대 30만원, 총 5가구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농기계 구입 등
가구당 400만원, 총 7가구

귀농인 영농정착장려금 지원

농업경영 비용 지원, 가구당 480만원, 총 60가구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가구당 최대 100만원, 총 100가구

빈집수리비 지원

주택 외부, 도배 및 장판교체 등 건축 수리 지원
가구당 최대 300만원, 총 10가구

영농
창업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농기계 구입 및 하우스 설치 지원
세대당 500만원(자부담 20%), 총 4농가

정착
지원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세대당 500만원(자부담 20%), 총 6농가

지역
융화

귀농귀촌인 만남의날 행사

만남의 날 화합행사비 지원, 총 750만원

지역
융화

칠곡

예천

정보
제공

봉화

영농
창업

정착
지원

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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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정보
제공

신규농업인 교육

귀농귀촌 교육 운영, 총 2회, 회당 50명

영농
창업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시설확충)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지원
세대당 2,000만원(자부담 50%), 총 5농가

정보
제공

귀농창업 활성화 교육

귀농창업 기본교육 지원, 총 40명

영농
창업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시설확충)

귀농 초기 시설자금 지원
농가당 375만원, 총 4농가

지역
융화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교류협력)

갈등 해소를 위한 화합프로그램 운영 지원
개소당 600만원, 총 1개소

창원

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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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사천

정보
제공

귀농창업 활성화 교육

귀농창업을 위한 기본교육 운영, 총 20명 내외

영농
창업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시설확충)

농가당 375만원, 총 1농가

정보
제공

기초영농기술 교육

기초영농 기술교육 및 농업정보 제공, 총 10명 내외

귀농인 영농비 지원

벼농사 농작업 영농비용 일부 지원
경작면적 0.1~0.5ha 이하 연 1회 지급, 총 2ha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시설확충)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지원
인당 375만원, 총 3농가

귀농창업 전문교육

귀농창업 전문 교육 프로그램 운영, 총 100명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시설확충)

경종 및 축산분야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 등
세대당 375만원, 총 3명

귀농인 영농비 지원

벼 농작업 영농비용 일부 지원, ha당 150만원

지역
융화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교류협력)

지역민과 함께하는 화합프로그램 운영 지원,
총 2개소

정보
제공

귀농창업 활성화 교육

귀농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12회 52시간

영농
창업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시설확충)

영농시설 확충 및 개보수 지원
세대당 375만원, 총 5농가

지역
융화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교류협력)

지역민과 함께하는 화합프로그램 운영 지원,
총 1개소

정보
제공

영농기술 교육

기초영농 기술교육 및 현장실습교육 지원,
총 40~80명

영농
창업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시설확충)

농업관련 시설확충 지원
인당 375만원, 총 5개소

지역
융화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교류협력)

지역민과 함께하는 화합프로그램 운영 지원
마을당 600만원, 총 1개소

도시민 유치 농업교육 수강료 지원

세대당 수강료 50만원(자부담 40%), 총 8회

스스로 집짓기학교 운영
프로그램 수강료 지원

세대당 50만원/'17년 이후 전입, 세대당 30만원/
'17년 이전 전입, 총 2회 30명

영농
창업

귀농인 창업농 육성 지원

[경상경비] 농약, 비료, 농자재, 농업교육 수강료,
컨설팅 비용 등 지원. 최대 500만원(자부담 20%)
[자본경비] 농지취득, 농업관련시설, 농기계 구입비
지원. 최대 2,000만원(자부담 20%)

지역
융화

재능기부 활동 지원

지역 취약계층 대상 귀농귀촌인 재능기부 활동 지원
회당 5만원, 총 100건

영농
창업

정보
제공

김해

밀양

거제

영농
창업

정보
제공

창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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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창업 활성화 교육

귀농인 창업을 위한 기본교육, 총 10명

기초영농기술 교육

품목별 기초영농교육ㆍ코칭ㆍ멘토링, 총 20명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영농기반시설 확충, 농기계 및 농자재 등
세대당 1,000만원(자부담 50%)/2인 이상 세대,
600만원(자부담 50%)/2인 미만 세대, 총 16세대

농기계 구입 지원

세대당 1,000만원(자부담 50%), 총 7세대

귀농귀촌 상담원 사역

도시민 보물섬 그린팜 투어

귀농귀촌 아카데미

영농교육 및 체험활동 교육

영농자재 무상 지원

영농자재 무상 지원, 총 30호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시설확충)

영농시설 확충비 및 농기계 구입비 지원, 총 8농가

지역
융화

귀농귀촌 페스티벌 및
프리마켓

지역민과 함께하는 화합의 장 마련

영농
창업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100만원(50만원/영농희망 지원비, 50만원/
영농자재 구입 보조비), 총 30명

정착
지원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주택 수리비 지원, 총 10가구

지역
융화

이웃주민 초청행사 지원

세대당 50만원, 총 60명

정보
제공

기초영농기술 교육

귀농인 및 귀농예정인 대상 기초영농기술 교육

영농
창업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 지원
600만원(자부담 200만원), 총 10명

정착
지원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300만원, 총 10명

지역
융화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재능나눔, 말동무 등 봉사활동 지원

귀농귀촌 전문교육

기초영농기술 교육, 총 1식

귀농 코디네이터 지원

귀농인과 농가의 분야별 1대1 맞춤식 상담, 총 1식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1회차] 경종농업 및 축산분야 시설 확충 및
개보수, 농가당 400만원, 총 40농가
[2회차] 종자, 묘목, 영농자재, 농기계 등 구입 지원,
농가당 100만원, 총 50농가

정보
제공

고성
영농
창업

정보
제공

남해

하동

산청

영농
창업

정보
제공

함양
영농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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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창업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시설확충)

경종농업 및 축산분야 영농 시설확충 및 개보수 지원
농가당 375만원, 총 10농가

신규 귀농인 휴경농지 정비

장비 임차료, 배수로 정비, 퇴비 사용비 등 지원
농가당 500만원, 총 5농가

귀농인 영농비 지원

벼농사 농작업 영농비용 일부 지원, 연 1회 지원
0.1ha당 15만원, 총 10ha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30세대, 체류형 시설 및 영농 교육프로그램 제공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교류협력)

지역민과 함께하는 화합프로그램 운영 지원
개소당 600만원, 총 2개소

귀농하기 좋은마을 화합행사

마을별 80만원, 총 11개소

귀농귀촌인 영농대학

품목별 영농기술 및 귀농귀촌 일반공통 교육
20회 60시간(1일 3시간), 총 60명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세대당 250만원/1인 세대, 500만원/2인 세대,
총 35,000만원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시설확충)

경종 및 축산분야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지원, 농가당 375만원, 총 10농가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교류협력)

지역민과 함께하는 화합프로그램 운영 지원
개소당 600만원, 총 1개소

귀농귀촌인 화합행사

지역민과 함께하는 화합의 장 마련
읍·면당 200만원, 총 2,400만원

함양
정착
지원

지역
융화

정보
제공

영농
창업

거창

지역
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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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

정착
지원
정보

서귀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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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수리비 지원

가구당 최대 500만원(자부담 50%), 총 3농가

도시민 농촌유치 교육 지원

기본교육, 심화교육, 창업연계 교육 지원
총 14개 과정

2019 귀농귀촌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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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귀농귀촌
지원정책
※ 자세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내용은
p.67~68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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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

청년 4-H회원 기초영농정착 지원

신기술 접목 영농 기초시설 지원
2,000만원, 총 1명

환(청년)농업인 농업생산 지원

생산기반시설 종묘, 농자재 지원
인당 최대 4,600만원, 총 5명

청년 4-H회원 기초영농정착 지원

친환경농자재, 브랜드 개발 등 지원
총 6,250만원, 총 5명

청년 4-H회원 기초영농정착 지원

친환경농자재, 브랜드 개발 등 지원

양구

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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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

귀농청년농업인 소규모창업 지원

창업아이템 발굴 및 소규모 창업자금 지원
호당 1,000만원, 총 5개소

제천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 지원

월 임금 50%(월 최대 80만원)
6개월간 지원

청년 전(월)세 대출금 잔액 이자 지원

최대 100만원

충북 행복결혼 공제 지원

월 50만원/미혼 청년근로자
월 30만원/미혼 농업인

청년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현장실습교육훈련비 및 교수 수당 지원
일 2만원/선도농가, 일 4만원/연수생,
최대 20일(일 8시간), 총 1개소

청년 창업농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

영농창업을 위한 기회 제공
30,000만원, 총 2개소

청년 스마트창업농 시범사업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작업환경 조성
지원, 5,000만원, 총 2개소

옥천

진천

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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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젊은 귀농인 영농기반 구축

영농기반시설 지원
2,600만원(자부담 600만원), 총 3개소

청년 4-H회원 영농정착 지원

기반 마련 및 농기자재 구입 지원
7,000만원(자부담 50%), 총 3개소

도시청년 초보농부 실천농장 설치지원

영농실천농장 임대 및 선도농가 교육비
지원, 개소당 1,500만원, 총 2개소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지원

현장실습 교육비 지원
개소당 600만원, 총 5개소

청년 4-H회원 영농정착 지원 시범

영농기반 조성비 지원
7,000만원(자부담 50%), 총 5명

청년농업인 맞춤형 영농조기정착

조기정착 유도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금 지원
인당 10,000만원(자부담 20%), 총 3명

도시청년 초보농부 플랫폼 조성

교육 훈련비(교통비, 식비) 지원

공주

아산

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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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교육센터 우선입교 지원

[가족형 주택] 3세대 이내
[기숙형 주택] 4세대

청년농산업 교육

농업창업 이론 및 실습, 총 3회

2030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농업창업 기반조성을 위한 시설 지원
개소당 2,000만원(자부담 50%),
총 2개소

도시청년 초보농부 플랫폼 조성

선도농장 지정 영농인턴 지원, 총 4개소

서천

도시청년 초보농부 플랫폼 조성

농업농촌 진입 플랫폼 구축 디딤돌
교육 지원, 80만원, 총 2개소

청양

도시청년 초보농부 플랫폼 조성

초보농부 멘토링 교육, 총 3개소

초보농부 실천농장(인큐베이션팜) 운영

실제 영농 실습 공간 제공, 총 3개소

청년농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팜스쿨 조성 및 맞춤형 교육
총 10개소 내외

청년농부 독립기 실천농장 운영

시설 임대료, 농자재 구입비
교육비 지원, 총 3~4개소

거점형 팜스쿨(쉐어농장) 조성

팜스쿨 거점 교육 공간 마련 지원
총 3개소

도시청년 초보농부 플랫폼 조성

도시청년 농촌진입 거점 마련 및
프로그램 운영, 총 3명

청년농부 인큐베이션 팜 운영

내재형 스마트팜하우스 신축 지원
개소당 2,000만원, 총 2개소

쉐어농장 조성

임대용 비닐하우스 신축 및 영농교육
5,000만원, 총 1개소

청년농부 스마트팜 농업연수

해외 선진농장 견학 지원
인당 150만원, 총 20명

여성귀농귀촌인 정착지원 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운영, 2,200만원, 총 1개소

청년농업인 인재육성

전문교육 및 기술연수 지원, 총 3회

청년 창업농장 조성

세대당 2,000만원, 총 1개소

금산

부여

홍성

예산

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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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익산

2030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저온창고, 농기계, 농기자재 구입 등
개소당 2,000만원(자부담 20%), 총 3개소

정읍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소규모 시설 및 농기계 구입 지원,
세대당 1,000만원, 총 25세대

청년창업공동체 육성

소득 및 사회 서비스 창업모델 지원
개소당 최대 1,000만원(자부담 5%), 총 5~8개소

청년인턴 지원

공동체당 월 187만원(자부담 37만원), 총 12명

청년 쉐어하우스

주거취약계층 주거공간 공유,
인당 월 5만원, 총 30명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

동아리당 200만원, 총 2개소

완주

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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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활동가 양성
(청년귀농학교)

장수군 지역정보 제공, 귀농교육 20시간 인정, 총 1회

농촌소득사업 융자 지원

농업생산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비 융자지원
최대 5,000만원/개인, 최대 10,000만원/법인 및
생산자 단체.(연 1%,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총 80명

신규 청년농업인 교육

영농조기정착 및 농촌유입 유도를 위한 교육, 총 6회

2030 도시·농촌 청년 캠프

청년 포럼, 시골생활 체험, 공동체인의 밤 행사 진행
1,200만원, 총 1회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시설 증ㆍ개축, 리모델링, 기계 및 장비 구축 등 지원
사업비의 최대 50%, 최대 2,000만원, 총 15개소

장수

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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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청년 창업농장 조성

개소당 최대 2,500만원, 총 1개소

우수 청년농 소득생산기반 확충 지원

고소득 성공농가 선도모델 육성 지원
총 10개소

청년 4-H회원 맞춤형 과제지원

6차 산업화 기반 구축
1,400만원(자부담 30%), 총 1개소

청년농부들의 야한농담

경영컨설팅 및 소형농기계  자격 취득 지원
총 10명

청년 창업농장 조성

신규시설 및 개보수, 1년 임차비
최대 2,500만원, 총 1개소

청년 창업농장 조성

신규시설 설치비, 시설물 개보수 및
임차비 지원
개소당 2,500만원, 총 1명

청년농업인 사업계획서 평가 지원

농업분야, 생산, 가공, 유통 비용 지원
농가당 4,000만원 지원(자부담 50%), 총 10명

순천

나주

광양

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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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향청년 U-turn 정착장려금 지원

창업비용 및 사업비용 지원
1,000만원(자부담 20%이상), 총 20세대

귀향청년 빈집주택 수리비 지원

1,000만원(자부담 20%이상), 총 20세대

청년 창업농장 조성

신규시설 및 개보수, 1년 임차비
최대 2,500만원

학사 농업인 육성

최대 20,000만원 융자
(연리 1%, 3년거치 10년 상환/시설
2년거치 3년 상환/운영)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개소당 1,000만원, 총 1개소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경영진단 분석 및 컨설팅 지원

청년 4-H회원 맞춤형 과제지원

영농기반 및 가공품 생산시설 구축 지원
1,400만원(자부담 30%), 총 1개소

청년 창업농장 조성

신규 시설 및 개보수, 1년 임차비
세대당 2,500만원, 총 2개소

2040세대 청년농업인 육성

신축, 개보수, 장비,
6차산업 기반 조성비 등 지원, 총 15개소

청년 창업농 스타트업 현장코칭

전문가 현장코칭 지원, 총 10개소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 지원

첨단 시설로 개선 및 6차산업화 기반
조성 지원, 총 1명

청년 창업농장 조성

시설 개보수 및 1년 임차비 지원,
개소당 2,500만원, 총 4개소

청년농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계획서 작성 및 발표요령,
선진농업현장 교육

청년 4-H회원 맞춤형 과제지원

생산ㆍ가공ㆍ유통ㆍ마케팅 기반 구축
및 농업 농촌 융복합 사업 지원,
총 1,500만원

학교 4-H회 과제활동 지원

실습시설 및 기구 활동재료 지원, 총 2개소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 시범사업 지원

개소당 3,000만원, 총 1개소

고흥

화순

무안

영광

장성

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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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비
지원, 10,000만원(자부담 20%),총 1개소

청년농부 육성(2030리더 창농) 지원

영농자재 구입 및 시설ㆍ장비 지원
10,000만원

청년농부 창농기반 지원

시설 구축 및 장비 구입 지원
20,000만원(자부담 40%)

청년농업 CEO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최대 20,000만원 융자
(연리 1%, 3년거치 7년 균분/시설,
2년거치 3년 균분/운영)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

영농정착 및 창업지원
연 500만원, 3년간 지원

경주

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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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청년농업 CEO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최대 20,000만원 융자
(연리 1%, 3년거치 7년 균분/시설,
2년거치 3년 균분/운영)

구미

청년농업 CEO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최대 20,000만원 융자
(연리 1%,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시설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운영)

청년농부 육성 지원

농가 경영비 및 일반가계자금 지원
인당 1,000만원, 총 2명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자립기반 구축자금 지원
개소당 10,000만원(자부담 20%), 총 2개소

청년농부 참여형 마을영농 지원

영농기반 시설 지원
50,000만원(자부담 40%), 총 1개소

청년농업인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

스마트팜 조성 지원, 30,000만원, 총 1개소

청년농업 인재양성 창업 지원

가공시설, 체험시설, 유통시설 지원
세대당 10,000만원(자부담 40%), 총 4명

청년농부 육성 지원

영농규모 확대, 개보수, 농자재 구입
인당 1,000만원, 총 5명

청년예비농업인 멘토링지원

선도농가 실습교육을 위한 훈련비 지원
개소당 1,500만원, 총 1개소

2030 리더 창농자금 지원

청년농업인 창업비 지원
개소당 1,000만원,  총 1개소

청송

2030 리더 창농자금 지원

청년농업인 창업비 지원
인당 1,000만원, 총 4명

영양

청년농업 CEO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최대 20,000만원 융자
(연리 1%, 3년거치 7년 균분/시설,
2년거치 3년 균분/운영)

칠곡

청년농부 육성 지원

인당 1,000만원, 총 1명

청년농부 육성 지원

인당 1,000만원, 총 2명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지원

시설 구축 지원
인당 18,560만원, 총 1명

영천

상주

문경

군위

예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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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청년 창업농 경영 컨설팅 지원

맞춤식 교육 및 작목별 그룹식 컨설팅 지원
총 24명

청년농부 육성 지원

맞춤형 교육 및 창업자금 지원, 총 16명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월 인당 최대 100만원, 연 최대 600만원
총 1개소

함양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정책자금 대출농가
대상 이자 차액 지원, 인당 200만원, 총 8명

거창

청년농업인 창업정착 지원

5,000만원, 총 1개소

진주

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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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유관기관 연락처
귀농귀촌종합센터
1899-9097 | www.returnfarm.com | 양재시민의숲역 4번출구, aT센터 4층

구분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www.mafra.go.kr│☎ 044-201-1539~40
귀농귀촌 정책 및 제도수립, 총괄 관리
www.returnfarm.com(귀농귀촌종합센터)│귀농귀촌 관련 종합 정보 제공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www.agriedu.net(농업교육포털)│☎ 1811-8656
농업·농촌 관련 교육포털사이트
- 귀농귀촌 희망자 대상 온·오프라인 교육 서비스 제공
- 귀농귀촌 Q&A 등 다양한 콘텐츠 제공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임업진흥원

농촌진흥청

농협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농지은행

www.sealife.go.kr(귀어귀촌종합센터)│☎ 1899-9597
귀어귀촌 관련 종합 정보 제공
www.kofpi.or.kr│☎ 1600-3248
임업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
www.rda.go.kr│☎ 1544-8572
품목별 농업기술 정보 및 지역별 농업정보
www.nonghyup.com│☎ 02-2080-7587
귀농귀촌 정책자금 지원 및 상담
www.nongshinbo.nonghyup.com│☎ 02-2080-6607
신용보증서 발급을 통한 원활한 자금 지원
www.fbo.co.kr│☎ 1577-7770
농지, 농촌시설 매물 소개, 농지시세 정보 제공, 농지 임대 등
www.welchon.com│☎ 1577-1417

웰촌

농촌 체험 여행, 전원생활
- 농산어촌체험마을 및 체험행사 소개, 체험/관광 지역 정보 제공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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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elis.go.kr│☎ 02-2100-4177~8
자치단체 조례 정보 등

2019 귀농귀촌 가이드북

지자체
귀농귀촌 상담전화

도

시군

소속기관

소속부서

사무실

상담전화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

02-6959-9366

-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지원팀

051-970-3744

-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053-803-7632

-

달성군청

농업정책과

053-668-2783

053-668-2783

인천광역시

인천시청

농축산유통과

032-440-4362

-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062-613-5273

-

대전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지도개발과

042-270-6924

-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과

052-229-5481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청

농업기술센터

044-301-2715

044-301-2715

경기도

경기도청

농업정책과

031-8008-4412

-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031-980-2809

-

오산시

오산시청

농식품위생과

031-8036-7626

031-8036-7626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31-8082-6104

031-8082-6104

농정과

031-887-2312

여주시

여주시청
농업기술센터

031-887-3713

대구광역시

경기도
031-887-2312

동두천시

동두천시청

농업축산위생과

031-860-2312

-

연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

031-839-4242

031-839-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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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군

소속기관

소속부서

사무실

상담전화

강원도

강원도청

농정과

033-249-2706

-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033-250-3583

033-250-3583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033-737-4130

033-737-4130

강릉시

강릉시청

농정과

033-640-5397

033-640-5397

동해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팀

033-539-8820

033-530-2431

태백시

태백시청

농정산림과

033-550-3783

033-550-3783

속초시

속초시청

농업기술센터

033-639-2902

-

농정과

033-570-3373

삼척시

삼척시청
농업기술센터

033-570-4585

033-570-3373

홍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사회과

033-430-4164

033-430-4164~7

횡성군

횡성군청

농업지원과

033-340-2385

033-340-2316~8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033-370-2760

033-370-2760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033-330-1387

033-330-1387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033-560-2856

033-560-2856

철원군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033-450-4277

033-450-5372

화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033-440-2962

033-440-2962~3

양구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33-480-2401

033-480-2401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033-460-2255

033-460-2255

고성군

고성군청

농업축산과

033-680-3941

033-680-3941

양양군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

033-670-2479

033-670-2863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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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소속기관

소속부서

사무실

상담전화

충청북도

충북도청

농업정책과

043-220-3532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043-201-2112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관

043-201-3962

충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043-850-3221~3

043-850-3219

제천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043-641-3427

043-641-3427

보은군

보은군청

농정과

043-540-3346

043-540-3346

귀농귀촌팀

043-730-3881~3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교육인력팀

043-730-4923

청주시

-

043-732-1120

충청북도

충청남도

043-740-5536~7 043-740-5536~7

영동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증평군

증평군청

농정과

043-835-3713

친환경농정과

043-539-3504

진천군

진천군청
농업기술센터

043-539-7523

농업정책과

043-830-3162

농정과

043-871-5442

농업기술센터

043-871-2312

괴산군

괴산군청

음성군

음성군청

043-835-3719

043-539-3504

043-830-2735

043-871-5442

단양군

단양군청

농업기술센터

043-420-3683

043-420-3684

충청남도

충남도청

역량개발과

041-635-6212

-

천안시

천안시청

농촌지원과

041-521-2965

041-521-2922
041-521-2965

공주시

공주시청

농촌진흥과

041-840-8748

041-840-8848

보령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041-930-7683

041-930-7683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

041-537-3804

041-537-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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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시군

소속기관

소속부서

사무실

상담전화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041-660-2043

041-660-2468
041-660-2043

논산시

논산시청

역량개발과

041-746-8348

041-746-8349

계룡시

계룡시청

농업기술센터

042-840-3430

042-840-3430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041-360-6412

041-360-6410~2

귀농교육팀

041-750-3586

041-750-3586

금산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지원센터

041-750-3589

041-750-3589

기술지원과

041-830-2568

041-830-2568

기술지원과

041-950-6633

041-950-6631~3

귀농귀촌지원센터

041-951-6123

041-951-6123

부여군

농업기술센터

서천군

농업기술센터

청양군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041-940-4743

041-940-4740~2
041-940-4798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041-630-9125

041-631-8182

예산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041-339-8152

041-339-8129

태안군

농업기술센터

지도개발과

041-670-5022

041-670-5099

전라북도

전북도청

농촌활력과

063-280-4163~4

-

군산시

군산시청

농촌지원과

063-454-5235

063-454-5235
063-453-0788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063-859-4948

063-859-4517~9

정읍시

정읍시청

농정과

063-539-6191~2

063-539-6191~2

남원시

남원시청

전라북도
농촌활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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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620-6361~4 063-620-6361~4

귀농귀촌지원센터

063-636-4029

063-636-4029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063-540-4508~9

063-540-4508~9
063-548-8800

완주군

완주군청

농업축산과

063-290-2475

063-26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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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시군

소속기관

소속부서

사무실

상담전화

진안군

진안군청

기획감사실

063-430-2294

063-430-2292

무주군

무주군청

농업지원과

063-320-2854

063-320-2851~2
063-320-2854

장수군

장수군청

일자리경제과

063-350-2211

063-350-2211

임실군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063-640-2422~5

063-642-2236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

063-650-5172~4

063-650-5421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

063-560-8826

063-560-8808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

063-580-3831

063-580-3830

전라남도

전남도청

인구청년정책관

061-286-2840~3

-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061-659-4452~4

061-659-4452~4

순천시

순천시청

농업정책과

061-749-8695

061-749-8692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061-339-7815

061-339-7814

광양시

농업지원과

061-797-3540

기술보급과

061-797-3323

061-797-3323
(교육)

경영지원과

061-380-3441

061-380-3437

미래혁신과

061-360-8748

농정과

061-360-7178

농업기술센터

전라남도
담양군

농업기술센터

곡성군

곡성군청

061-797-2883
(정책)
061-797-3540
(종합)

061-362-2371

구례군

구례군청

농업기술센터

061-783-2334

061-783-2334

고흥군

고흥군청

인구정책과

061-830-5428

061-830-5428

농축산과

061-850-5383

보성군

보성군청
귀농귀촌지원센터

061-852-2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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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소속기관

화순군

화순군청

소속부서

사무실

농업기술센터

061-379-5443

귀농귀촌지원센터

061-379-3665

상담전화

-

장흥군

장흥군청

농산과

061-860-0849

061-860-0736

강진군

강진군청

농업기술센터

061-430-3645~8

061-430-3645

해남군

해남군청

인구정책과

061-532-8968

061-532-8968

영암군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061-470-6611

061-470-6611

무안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061-450-4054

061-450-4054

함평군

함평군청

일자리경제과

061-320-1741~2

061-323-0089

영광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

061-350-5574

061-350-5819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완도군

완도군청

전라남도

061-390-8431~3 061-390-8431~3

농업축산과

061-550-5711

농업기술센터

061-550-5971
061-540-6123

061-550-5711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경영지원과

061-540-6135

신안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

경상북도

경북도청

농업정책과

포항시

포항시청

농촌지원과

경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054-779-8724

054-779-8724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054-421-2553

054-435-0465

안동시청

농정과

054-840-6263

054-840-6263
(정책)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과

054-840-5621

054-840-5621
(영농기술, 교육)

061-240-4124~6 061-240-4124~6
054-880-3324

-

054-270-5462~3 054-270-5462~3

경상북도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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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소속기관

소속부서

사무실

상담전화

구미시청

농정과

054-480-5764

054-480-5762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054-480-4222

054-480-4222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수과

054-639-7322

054-639-7321~4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054-339-7257

054-339-7399

상주시

상주시청

농업정책과

054-537-7437~8

054-537-7437~8

문경시

문경시청

농촌개발과

054-550-6907

054-571-0825

경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정유통과

053-810-6694

053-810-6694

농정과

054-380-6283

군위군

군위군청
농업기술센터

054-380-7022

구미시

경상북도

054-380-6283

의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054-830-6725~6 054-830-6728~9

청송군

청송군청

농정과

054-870-6265

유통일자리과

054-680-6592

영양군

영양군청
귀농귀촌지원센터

054-682-5818

054-873-6003

-

영덕군

영덕군청

농축산과

054-730-6267

054-730-6267

청도군

청도군청

농정과

054-370-6523

054-370-6523

고령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54-950-7342

054-950-7355

성주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경영

054-930-8043

054-930-8043~4

칠곡군

칠곡군청

농림정책과

054-979-6463

054-979-6463

예천군

예천군청

농정과

봉화군

봉화군청

전원농촌개발과

054-679-6859

054-679-6859

울진군

울진군청

친환경농정과

054-789-6752

054-789-6752

054-650-6291~3 054-650-6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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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소속기관

소속부서

사무실

상담전화

경상남도

경남도청

농업정책과

055-211-6225

-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55-225-5434

055-225-5431

진주시

진주시청

농업정책과

055-749-6138

055-749-6138

통영시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055-650-6623

055-650-6623

사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055-831-3771

055-831-3772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055-330-4305

055-330-4305

밀양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055-359-7119

055-359-7119

거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055-639-6405

055-639-6405

양산시

양산시청

농정과

055-392-5363

-

창녕군

창녕군청

농업정책과

055-530-6065

055-530-6058

고성군

고성군청

농업정책과

055-670-4134

055-670-4134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055-860-3977

055-860-3977~8

하동군

하동군청

농촌진흥과

055-880-2427

055-880-2427

산청군

산청군청

농축산과

055-970-7852

055-970-7856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055-960-5623

055-960-5245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055-940-8162

055-940-8278

제주도

제주도청

친환경농업정책과

064-710-3052

-

제주시

제주시청

마을활력과

064-728-2921~2

064-728-2921~2

서귀포시

서귀포시청

마을활력과

064-760-3951~3

064-760-3497

경상남도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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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센터 상담전화

보증센터명

전화번호

경 기

031-247-8911

의정부

031-840-9540

서울(강북지역), 가평, 구리, 남양주, 동두천,
의정부, 양주, 양평, 연천, 파주, 포천

인 천

032-433-7932

부천, 김포, 광명, 고양, 시흥, 강화, 인천

강 원

033-243-9200

춘천,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강 릉

033-649-1540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원 주

033-737-1310

원주,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충 북

043-267-9673

청주, 진천, 괴산, 증평, 영동, 보은, 옥천, 음성, 충주,
제천, 단양

대 전

042-826-4323

세종, 대전, 금산, 공주, 계룡, 논산, 부여

천 안

041-578-8721

천안, 아산, 예산, 당진

충 남

041-631-6670

서천, 태안, 홍성, 보령, 청양, 서산

전 북

063-250-6300

전주, 완주, 김제, 진안, 무주, 익산, 군산

정 읍

063-532-0611

정읍, 고창, 부안

남 원

063-631-1488

남원, 장수, 순창, 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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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지역
서울(강남지역), 수원, 안양, 과천, 안산, 군포, 의왕,
오산, 화성, 용인, 평택, 안성, 하남, 성남, 광주,
이천, 여주

보증센터명

전화번호

관내지역

전 남

061-280-0300

목포, 무안, 신안, 진도

광 주

062-521-8641

광주, 담양, 곡성, 장성, 영광, 화순

순 천

061-720-3100

고흥, 광양, 구례, 보성, 순천, 여수

나 주

061-330-9200

나주, 영암, 함평

해 남

061-530-8500

해남, 강진, 장흥, 완도

경 북

053-940-4363

대구, 경산, 영천, 군위, 청도, 성주, 칠곡, 고령, 달성

안 동

054-856-1760

안동, 영주, 의성, 봉화, 청송, 영양

상 주

054-534-8460

김천, 구미, 상주, 문경, 예천

포 항

054-284-6201

경주, 영덕, 울진, 울릉, 포항

경 남

055-285-8993~5

창원, 함안, 창녕, 김해, 의령, 합천

양 산

055-384-6641

부산, 울산, 양산, 밀양, 기장, 울주

진 주

055-748-7511

진주, 사천, 하동, 남해, 산청, 함양, 거창

통 영

055-649-9700

통영, 고성, 거제

제 주

064-720-1321

제주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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