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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농어촌에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도시민들이 최근 늘고 있다. 특히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와 맞물려 이러한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근대화 이후 줄곧 인구 유출을 겪은 농어
촌으로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도시민이 농어촌에 이주하려는 목적도 다양하다. 은퇴 후 여가를 보내려는
이들도 있고, 농사를 제대로 지어보려는 경우도 있다. 지역사회에서 뭔가 뜻있
는 일을 해보겠다는 사람들도 나타난다. 도시민 각자의 이주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이들이 새로운 터전에서 원활히 자리잡고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것은 농
어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이다.
그동안의 관련 정책을 돌이켜보면 대체로 귀농 지원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
았다. 영농이 아닌 다른 목적을 추구하여 귀촌을 시도하는 도시민도 많지만 이
들에게 적합한 지원책이 충분히 시행되지 않은 것이다. 그 결과 농어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다른 곳으로 다시 떠나는 귀농 귀촌 실패 사례도 나타난다.
이 연구는 도시민들이 농어촌 이주 및 정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
지 살펴보고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를 확대하는 데 필요한 정책 과제를 도출하
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연구 수행 과정에
서 관심을 갖고 협조해주었고, 여러 전문가들도 유익한 의견을 많이 제시해주
셨다. 이 자리를 빌어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현장의 목소리를 담
아서 내실 있는 연구를 추진한 연구진의 노고도 치하한다. 부디 본 보고서가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확산을 위한 정책 수립에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11.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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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귀농 귀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 농어촌 이주를 준
비하는 도시민들도 늘고 있다. 특히 베이비부머들의 은퇴와 함께 이러한 움직
임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정책은 대체로 귀농인 지원에 초
점을 두고 있어 다양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농어촌 이주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귀농 귀촌을 정책적으로 장려하기 위해서는 도시민들이 농어촌 이주를 준비
하고 실행할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이주 후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문제는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 연구는 인구이동
및 귀농 귀촌 동향을 살펴보고 농어촌 이주 정착 과정에서 도시민들이 처하는
문제들을 파악하여, 앞으로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를 확산시키는 데 필요한 정
책 과제가 무엇인지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하여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며, 특히 선행연구에서 실시된 설문
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귀농 귀촌 특성 및 정책 수요 등을 파악하였다. 또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인구이동 추이를 분석하였으며, 귀농 귀촌인 및 지자체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하여 이주 도시민에 대한 지원 수요를 파악하였다. 마지
막으로 도시민의 정주 확산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통하여 관련 담당자와 전문
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첫째, 도시와 농어촌의 인구 증감 및 인구
이동 현황을 살펴본 결과 최근 들어 농어촌 인구 감소가 완화되는 추세이며,
2005년 이후에는 소폭으로 인구가 증가하였다. 이는 농어촌 인구의 자연증가
보다는 도시에서의 인구이동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최근까지 실
시된 각종 설문조사 결과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50%를 훨씬 상회하는 도시민
들이 농어촌에 살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② 둘째, 귀농귀촌 관련 정책은 크게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자체 및 관련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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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분이 되는데, 정부의 귀농·귀촌 정책에는 각종 교육프
로그램과 농업인턴제,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귀농인 융자 및 보조사업 등이 있
다. 지자체는 정부의 귀농 귀촌 정책과 연계하여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귀농 귀촌 정책은 주로 귀농인 대상의 영농교육 및 자금 지
원 정책에 치중하고 있으며,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도시민 농어촌 이주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
③ 그러므로 농어촌 정주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귀촌 정책은 도시민의 농어
촌 이주 단계별로 가장 절실한 요구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구
체적으로는 첫째, 이주민의 주거와 생활 편의성 확보를 위하여 기존 마을과 연
계한 소규모 전원 주거지 조성사업 추진, 임시 거처 제공 및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활용 확대, 농어촌 중심지의 종합 정비 등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도시민
의 전원생활 예비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이주 희망자가 체험 마을에서의
네트워크 형성을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기존 주민과의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
도록 한다. 셋째, 귀농 귀촌인의 경제적 지원 내실화와 사회적 일자리 활용을
통하여 이주 초기에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
막으로 도시민 유치를 위한 지자체 단위의 통합적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도시
민의 유치 효과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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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licies and Measures for Encouraging Urban Residents to Move
into Rural Areas
In recent years, the number of urban residents moving to a rural area has
been increasing, and it is expected that the number will grow further in the
future. Amid such a trend, this study aims to present policy tasks that need to
be accomplished to expand rural settlement of urban residents by examining
its current states and the problems they are facing in the proces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d statistical data and survey results of
previous studies. Also, the demand for policy support was identified through
interviews with the new rural residents and concerned local government's
officials. Lastly, the opinions expressed by concerned authorities and experts
during a policy seminar.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is study made the following findings: first,
the reduction in rural population has slowed down in recent years and since
2005 it rather increased a little.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re were many
people moving to rural areas for the main reason that they wanted to live a
rural life; second, there are various policies administered by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related organizations to deal with the
rural settlement, but because most of the policies are directed at those who
chose farming as a new profession they failed to effectively deal with various
types of urban residents wanting to move to a rural area. Therefore, the rural
settlement policy should be improved so that it can deal with the most
pressing issues at each stage of rural settlement. Specifically, the policy
should be directed at building coordination with the local village to secure
housing and living convenience for new settlers, expansion of the rural life
experience program, making economic assistance substantive to provide real
benefits to the new rural residents, utilization of the social work program to
provide jobs, and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executive body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Researchers: Seong, Joo-in and Park, Si-hyun and Yoon, Byeong-seok
Research period: 2011. 8. - 2011. 11.
E-mail address: jiseong@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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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과 목적

○ 최근 귀농 귀촌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도시를 떠나 농어촌에 새로운 터
전을 마련하고 살아가려는 국민들도 늘어나고 있다. 베이비부머들의 은퇴와
함께 이러한 전원 거주 움직임은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서구의 경우처럼
이주 연령이 30~40대 젊은 층으로 확대되는 추세도 예상된다.
- 이러한 경향은 새로운 라이프스타일1)을 농어촌에서 실현하려는 것으로
단순한 주거 이전의 의미를 넘어서는 사회적 트렌드라 할 수 있다.2)
○ 이처럼 농어촌에서 새로운 삶을 찾으려는 움직임은 앞으로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리라 예상된다.
- 완전한 거주지 이전도 있지만, 일 또는 여가, 노후의 삶을 위해 2개 지역
일과 삶의 균형 그리고 자아 실현을 추구하기 위한 이주라는 의미에서 이를 ‘라이프스타
일 이주(life style migration)’이라 지칭하기도 한다. (함인희, <조선일보> 2011. 8월 3일자
아침논단)
2) 일본에서는 자연이 풍부한 농산어촌에서 자연과 어울리고 배우며,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다자연 거주’라 일컫기도 하였다.
1)

2

이상에서 거주하는 복수 지역 거주(Multi-habitation)3)도 나타나는 등 여
러 가지 형태로 농어촌 정주가 확대될 전망이다.
○ 농어촌 정주가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며 그 유형도 여러 가지로 다변화하고
있지만, 현재까지의 정책은 대체로 귀농인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 귀농 지원에 무게중심이 실리는 까닭에 도시민들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농어촌 정주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 이처럼 귀농에 비해 귀촌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정책이 충분치 않은 까
닭에 도시민들이 농어촌 이주 후 적응에 실패하여 도시로 돌아오거나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사례도 나타난다.
○ 귀농 귀촌을 정책적으로 장려하려면 도시민들이 농어촌 이주를 준비하고
실행할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이주 후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문제는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 농어촌정책의 측면에서도 귀농 귀촌이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농어
촌 지역개발정책의 방향에도 합치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 도시 인구의 농어촌 유치 자체에만 역점을 두어 이주민의 지역사회 적
응을 위한 정책 개발을 소홀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변 지역사
회와 고립된 전원주거단지가 양산되는 데 따른 부작용이 크기 때문이
다.4)
○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전반적인 인구이동 및 귀농 귀촌 동향을 짚어보
복수 지역 거주는 완전 이주 전 단계에 체험을 겸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① 도농교류
형태의 일시 체류형, ② 체류형 주말농원을 활용한 반정주형, ③ 전원주택 등에서의 정주
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4) 기존 농어촌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으며, 이주 도시민들도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도시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
3)

3

고 농어촌 이주 정착 과정에서 도시민들이 처하는 문제들을 파악하여 앞으
로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를 확산시키는 데 필요한 정책 과제가 무엇인지 제
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선행연구 고찰

2.1. 선행연구 개요

○ 기존의 귀농 귀촌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귀농인이 농어촌에서 안정적으로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등 귀농
에 대한 것들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 김성수 등(2004)은 귀농을 결정한 사람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통하여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귀농인의 특성, 애로사
항, 교육에 대한 수요 등을 조사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성공적인 귀농
정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 유학열 등(2007)은 영농 후계인력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서 귀농에 대하
여 다루었으며, 일본 사례 연구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영
농 후계인력의 정착을 위한 단계별 지원방안과 함께 귀농에 이르는 체
크리스트를 제시하였다.
- 이상호(2008)는 귀농인들의 귀농 이후 지역 및 주민과의 관계에 대한 만
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분석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
한 사전 및 사후 정책 지원 방안을 도출하였다.
○ 최근 들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기 도래와 관련하여 농어촌 정주에 대한
관심이 확산됨에 따라 귀농에만 한정되지 않고 귀촌에 대한 연구 역시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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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등(2006)은 농어촌 지향 인구 이동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
면서, 도시민과 기존 주민이 함께 생활하는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을 위한 수요 및 공급 측면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하드웨어 정책과
소프트웨어 정책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시설 및 프로그램의 확충 및 개
선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 이민수 등(2010)은 지자체의 귀농 귀촌 정책과 활동에 대한 평가와 더
불어, 귀농 귀촌자의 이주 동기를 기준으로 그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
형에 대한 특성을 규명하고 그 대응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 유학열(2010)은 충남 30개 면 지역의 이주민을 대상으로 그 이동 행태
를 분석하고, 지원방안 수요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귀농 귀촌인
의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별 지원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귀농인
뿐 아니라 농어촌 이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 김철규 등(2011)은 귀농 귀촌의 경제적 측면 외에도 귀농 귀촌인과 지
역주민, 그리고 그들 간의 인식 차이를 분석하였다. 귀농 귀촌에 대한
인식, 귀농 귀촌의 성공요인, 농어촌사회 발전 기여도 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지역에서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정을
이루기 위한 정책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는 지역주민의 인식과 그 관계
를 다루었다는 특징이 있다.
-

2.2. 연구 과제

○ 귀농 귀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상과 같이 이 분야의 연구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확대를 위한 핵심적인 정
책 과제를 제시하는 논의가 좀 더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도시민 유치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과 함께 종합적인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
시하는 연구들이 일부 진행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관련 시책들의 최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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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경험과 시행 착오를 바탕으로 보다 적실한 귀농 귀촌 관련 정책 대안이
무엇인지 다시금 모색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특히 농림수산식품부의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을 비롯한 정부와 지
자체의 귀농 귀촌 관련 지원 시책이 최근 들어 확대되었다. 그러한 시
책의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짚어보고 앞으로 필요
한 정책 방향을 도출하는 작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게다가 귀농 귀촌인들의 농어촌 정착 과정에 대한 연구 결과가 조금씩 축적
되어가는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들이 성공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하는
데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이를 정책 대안에 반영하는 작업
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유형을 구분하여 유형에 맞는 정책 지원 방향을 제시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귀농 귀촌인 유형에 따라 구분되는 지원 정책
방안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 농사를 짓지 않고 귀촌
하는 도시민들의 지역사회 적응 문제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관심을 기울
일 때이다.
○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이 연구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 귀농 귀촌 관련
지원 시책의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필요한 정책 방향을 도출하였고,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귀농귀촌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앞으로 보다
집중해야 할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했다.
- 특히 귀농뿐 아니라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농어촌에 이주 정착하
는 데 필요한 과제를 찾는 데도 역점을 두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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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내용과 방법

3.1. 연구 내용

○ 본 보고서의 주요 연구 내용은 크게 도 농간 인구이동 추이 및 도시민의 농
어촌 정주 수요, 귀농귀촌 관련 정책 현황, 향후 정책 과제 등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 제2장에서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이동 추이와 이와 관련한 도시민의 농
어촌 정주 수요를 다루고 있다.
- 도시와 농어촌의 인구 증감 및 인구이동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귀농 귀
촌의 경향을 통계적으로 확인하고자 했다.
-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에서 시행한 도시민 설
문조사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도시민들의 농어촌 정주 수요가 폭넓게 존
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 제3장에서는 정부와 지자체, 관련 기관 등에서 실시 중인 귀농 귀촌 관련
정책들을 전반적으로 고찰하였다.
- 아울러 도시민의 농어촌 이주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지원 정책이 갖는 제약점이 무엇인지 진단하였다.
○ 제4장에서는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 귀농 귀촌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책의 기본 방향을 비롯하여, 향후 필요
한 정책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귀농 귀촌 활성화를 위해 시사점을 제공
하는 국내 외 사례들도 함께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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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 방법

○ 문헌 분석
- 귀농 귀촌에 대한 정책적 쟁점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
하였다.
- 특히 도시민들의 귀농 귀촌 특성 및 정책 수요 등에 대해서는 선행연구
에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제시하였다.5)
- 선행연구 중 원시 자료(raw data) 활용이 가능한 일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별도로 데이터를 입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 관련 통계 데이터 집계
- 농어촌의 인구 현황, 인구이동 추이 등에 대해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분
석하였다. 통계청의 공식 통계(원시 자료 포함), 농림수산식품부의 귀농
가구 집계 결과 등을 모두 활용하였다.
○ 현장 조사 및 인터뷰
- 이주 도시민에 대한 지원 수요를 파악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귀농 귀촌인 및 지자체 담당자 인터뷰 등을 실시하였다.
○ 정책세미나 개최
- 지역발전위원회와 공동으로 도시민의 정주 확산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2011년 8월).
- 세미나에는 농어촌 이주를 준비 중인 도시민과 귀농 귀촌인, 지자체 담
당자, 귀농 귀촌 지원 기관 전문가, 정책 담당자 등이 참석하였으며, 이
때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연구 보고서에 반영하였다.6)
5)
6)

본문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한 선행연구 목록은 제2장에서 제시하였다.
정책세미나 발표문과 토론 내용을 정리하여 별도 자료집으로 발간하였다. (성주인 등.
2011.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확산을 위한 정책세미나 자료집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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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이동 추이와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의향

1.

향촌형 인구이동 현황

1.1. 농어촌의 인구 변화 추이

○ 근대화 이래 도시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농어촌에 거주하는 국민의
비율도 꾸준히 감소하였다.
- 연도별 농어촌의 인구 변화 추이를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집
계한 결과가 <표 2-1>에 나타나 있다. 1990년 약 1,110만 명이던 농어촌
인구는 2010년 약 876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 전국 인구 대비 농어촌 인구 비중은 1990년 25.6%에서 2010년 18.0%로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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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도시와 농어촌의 인구 변화 추이
구 분
전국(A)
도시
농어촌(B)
비중(B/A)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43,411 44,609 46,136 47,279 48,580
32,309 35,036 36,755 38,515 39,823
11,102
9,572
9,381
8,764
8,758
25.6% 21.5% 20.3% 18.5% 18.0%

단위: 천 명

연평균
증감율
0.56%
1.05%
-1.18%

주: 각 년도의 도시, 농어촌 구분은 해당연도 읍면동을 기준으로 집계하였으며, 외국인
을 포함한 총인구 기준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 그러나 2010년 행정구역에 맞추어 이전 연도의 농어촌 범위를 재조정하여7)
인구 변화 추이를 집계한 결과, 1990년 이후 농어촌 인구 감소는 최근 들어
서 완화되는 추세이며, 2005년 이후에는 오히려 소폭으로 인구가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그림 2-1).
- 2005년 약 845만 명이던 농어촌 인구는 2010년 약 873만 명8)으로 증가
하였다.
- 특히 읍부와 면부로 구분해서 인구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차이를 발견
할 수 있다.
읍 지역의 경우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
된다. 특히 2005년 약 378만 명이던 읍 인구가 2010년에는 약 420만
명으로 늘어나는 등 최근 들어 그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예컨대 2005년 당시에 읍 면이었다 하더라도 2010년에 도시(동)로 승격한 지역의 경우는
이전 연도에 농어촌이 아니라 도시에 속했던 것으로 재분류하였다. 이와 같이 집계하면
행정구역 자체의 변화로 말미암아 농어촌 인구 감소폭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집계되는 것
을 피할 수 있다. 다만, 이처럼 시계열 비교를 위해 도시로 승격되거나 행정구역이 조정된
일부 읍 면의 인구를 제외한 까닭에 그동안 공식 발표되었던 통계치와 여기서 제시한 값
이 다소 차이가 있다.
8) 앞의 <표 2-1>에서는 2010년 농어촌 인구를 약 876만 명으로 집계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이전 연도와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비교하고자 계룡시의 농어촌 인구를 제외하고 약 873
만 명으로 집계하였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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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지역의 인구는 여전히 줄어드는 추세이다. 하지만 2005년 이후 감
소폭이 다소 둔화되고 있다.
그림 2-1. 농어촌의 인구 변화 추이(2010년 행정구역 기준)
연평균 증감율: -0.81%

주: 1) 1990년 이후 ‘동’으로 승격한 ‘읍’, ‘면’ 지역은 분석에서 제외함.
2) 2003년 계룡출장소에서 시로 승격한 계룡시 농어촌 지역(인구 32,299명)은 농어촌
인구의 연도별 비교를 위해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1.2. 향촌형 인구이동의 증가 추세

○ 농어촌의 전체적인 인구 감소 경향이 증가 추세로 반전되기 시작한 요인으
로 자연 증가보다는 도시에서 읍 면 지역으로 이동한 인구가 많았던 것을
들 수 있다.
- 2005년과 2009년 두 개 연도에 대해 도시-농어촌 간 인구이동량(주민등
록 전출 입 기준) 변화를 살펴보면 최근 들어 농어촌으로 이동한 인구
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표 2-2).
- 2005년에는 향촌 이동량이 82만 5천 명인 데 비해, 향도 이동량이 8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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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명으로 더 많은 수치를 기록하였지만, 2009년에는 상황이 반전되었
다. 향촌 이동이 88만 2천 명으로 향도 이동량(80만4천 명)을 초과하였
으며, 7만8천 명의 순유입을 기록하였다.
- 향촌 이동량의 절대 규모 자체도 2005년에 비해 2009년에 증가하였다.
반대로 향도 인구이동 규모는 감소하였다. 전통적인 이촌향도형 인구이
동 패턴이 반전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

표 2-2.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 이동
구 분
2005년
2009년

향촌인구(A)
825
882

단위: 천 명

향도인구(B)
순향촌인구(A-B)
862
-37
804
78

주: 1) 향촌인구는 ‘동’에서 ‘읍’,‘면’으로 이동한 인구이며, 향도인구는 ‘읍’, ‘면’에서
‘동’으로 이동한 인구를 의미함.
2) 2001년 이후 ‘읍’에서 ‘동’으로 승격한 지역은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 전출 입신고 자료, 각 연도.

○ 인구 증가의 배경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해야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의 은
퇴가 본격화되면서 귀농 귀촌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데에서
도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표 2-3>을 살펴보면, 향촌 이동인구 중 40대 이상의 구성 비율이 2005
년에 비해 2009년에 증가하였다.
- 특히 50대 이상의 경우 더욱 그 변화가 더욱 두드러진다. 실제 50세 이
상 연령층의 인구이동량은 2005년 약 15만 1천 명(전국 대비 18.3%)에
서 2009년 약 19만 8천 명(전국 대비 22.4%)으로 증가하였다.
- 향후 은퇴 연령층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농어
촌 지향 인구이동이 앞으로도 증가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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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향촌 이동인구의 연령별 구성비
연령대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합 계

2005년
108
(13.1%)
81
(9.8%)
188
(22.8%)
176
(21.4%)
121
(14.7%)
68
(8.3%)
83
(10.1%)
825
(100.0%)

2009년
97
(11.0%)
91
(10.3%)
174
(19.7%)
184
(20.8%)
139
(15.8%)
95
(10.8%)
103
(11.7%)
882
(100.0%)

단위: 천 명

증감율(%)
-11.3
11.0
-8.0
4.3
12.9
28.4
19.4
6.5

주: 1) 향촌인구는 ‘동’에서 ‘읍’,‘면’으로 이동한 인구이며, 향도인구는 ‘읍’, ‘면’에서 ‘동’
으로 이동한 인구를 의미
2) 2001년 이후 ‘읍’에서 ‘동’으로 승격한 지역은 분석에서 제외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 전출 입신고 자료, 각 연도.
1.3. 귀농 가구 변화 동향

○ 농어촌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주민등록 전입량만으로는 엄
밀한 의미에서의 귀농 귀촌 가구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없다. 다만, 농림수
산식품부에서 매년 시 군별로 집계하고 있는 귀농 가구 변화량을 통해 좁은
의미에서의 도시민 귀농 귀촌 추이를 간접적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 <그림 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도별 귀농 가구 수는 1990년 371호를
기록하였다가 2010년 4,067호로 크게 늘어난 모습이다.
- 귀농 가구는 1990년대에 완만하게 늘어났다가 후반 외환위기 직후 급격
히 증가한 바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해소와 함께 2000년 무렵 급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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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였다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다시 전반적인 증가세를 기록하
고 있다(2001년 이후 연평균 18.5%의 증가율을 기록).
그림 2-2. 연도별 귀농 가구 추이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
2.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수요

2.1. 도시민의 농어촌 거주 의사

○ 이처럼 귀농 가구가 꾸준한 증가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1990년대 후반의 급격한 귀농인 증가는 외환위기로 말미암아 나타난 일
시적인 현상이지만, 최근의 귀농 귀촌 경향은 도시민들의 농어촌 선호
를 반영한 지속적인 사회 현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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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부머의 증가와 더불어 도시부의 일자리 제약, 전원 지향의 탈도
시적 가치관 확산 등의 요인들이 상존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현
상은 앞으로도 지속되리라 예상된다.

○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의향이 어느 정도인지 최근까지 실시된 각종 설문조
사 결과를 통해 살펴보았다.
- <표 2-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여러 기관에서 도시민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각 조사마다 구체적인 수치는 차이가 나지만
대부분의 조사에서 50%를 훨씬 상회하는 도시민들이 농어촌에 살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하였다.
- 농어촌 정주 의향을 보인 도시민 중 다수는 별다른 이주 준비를 하지
않고 단순한 희망을 나타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 농어촌에 거주
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하는 비율은 대체로 이주 의향자 중 10% 안팎
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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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도시민 농어촌 거주 의사

조사 기관 조사 시기
KREI

2005년

KREI

2007년

천안연암대학 2008년
KREI

2010년

국토연구원 2011년
농민신문 2011년
KREI

2011년

농어촌 이주
조사 대상
비 고
의향 비율
전국 도시 거주
응답자의 4.7%가 매우
20세～69세 남녀 3,000명 56.1% 구체적으로 이주 준비
20세 이상 전국 성인
10.9%가
56.3% 응답자의
남녀 2,000명
실제 이주 준비
의향자의 12.4%가
전국 20～50세 남녀 500명 63.2% 귀농
적극적 귀농 의향
전국 19세 이상 도시민 47.7% 이주 의향자의 13.7%가
1,500명
10년 내 이주 계획
서울 등 5대 대도시 거주
베이비부머(1955～63년생) 66.3%
1,000명
서울 및 수도권 거주
74.1%
1,282명
만 19세 이상 전국
의향자의 8.7%가
63.7% 이주
도시민 1,500명
10년 내 이주 계획

주: 각각의 조사 결과가 담긴 자료의 출처는 순서대로 다음과 같음.
- 송미령 등. 2006.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정책대안 개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 등. 2007.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한 정책재편 방안(1/2차년도) .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
- 천안연암대학. 2009. “귀농교육 및 사후지원 수요 조사 결과보고서(천안연암대학
내부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농업 농촌에 대한 2010년 국민의식 조사결과.”
- 김창현. 2011. “대도시 베이비 부머의 이도향촌(離都向村) 특성과 정책대응.” 국토
연구원 개원 33주년 기념 국토계획 지역연구본부 세미나 자료집
- 농민신문사. 2011. “도시민, 농업 농촌을 말하다: 농민신문사 창간 47주년 맞이 설
문조사.” (농민신문 2011. 8. 12일자 제1면)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2011년 농업 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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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도시민의 농어촌 이주 이유

○ 도시민들이 농어촌에 거주하려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다. 본격적인 영농을
위해 귀농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밖에 다른 이유로 귀촌을 하려는 도시민
들은 더욱 많으리라 예상된다.
- <표 2-5>는 농어촌에 거주할 의향을 지니고 있는 도시민들이 농어촌 정
착 후 어떠한 경제활동을 하기를 희망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이다.
- 농림어업에 종사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보다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
나 다른 일에 종사하겠다는 비율이 더욱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귀농보다는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개인적인 여가
를 보내거나 다른 경제활동을 벌이려는 귀촌 수요가 더욱 높다는 것을
말해주는 결과이다.
표 2-5. 농어촌 이주 의향 도시민의 경제활동 계획
구 분
농사 이외의 자영업을 하겠다
전문직에 종사할 것이다
농림어업에 종사할 것이다
직장에 다닐 것이다
경제활동을 안 할 것이다
모름/무응답
합 계

단위: %

조사 기관 및 연도
KREI(2005년)
KREI(2007년)
21.7
24.0
14.7
17.6
20.7
14.6
10.5
12.1
29.7
30.8
2.6
0.9
100.0
100.0

주: 1) 송미령 등(2006) 및 송미령 등(2007) 조사 자료 중 농어촌 이주 의향을 지닌 도시
민 설문 응답 결과 집계.
2) 응답 도시민 수는 2005년 조사는 2,380명, 2007년 조사는 1,644명임.

○ 귀촌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것은 도시민의 농어촌 이주 희망 이유를 집계
한 <표 2-6>의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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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이주 의향을 지닌 도시민 응답을 집계한 선행연구 결과인데, 농
사를 지으려는 목적보다는 도시보다 농어촌 생활을 더 선호하는 것이
주된 이주 이유라고 답한 도시민들이 더욱 많음을 보여준다.9)

조사 구분

KREI
2007년

KREI
2010년

표 2-6. 농어촌 이주를 희망하는 이유

농어촌에 거주하려는 이유
은퇴 후에 여가생활을 위해서
농촌이 살기에 더 좋기 때문에
나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 때문에
공기, 자연환경 등이 좋아서
도시생활이 불편하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지와 가까운 데 살려고
집안의 농사나 가업을 맡아 하려고
농사일을 하고 싶어서
기타
합 계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
농업을 경영해 안전식품을 자급하기 위해
인정이 많은 곳에서 생활하고 싶어서
마을의 공동체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서
농업·농사에 관심이 많아서
땅값이 도시보다 싸므로 넓은 주택을 가질 수 있어서
도시에 마땅한 생계수단이 없어서
합 계

비율(%)
34.1
29.8
12.9
5.6
3.9
2.9
2.1
2.1
6.7
100.0
61.0
17.9
6.0
5.0
3.9
3.2
2.4
0.6
100.0

주: 1) 농어촌 이주 이유로서 농업 종사에 관한 응답은 음영 표시.
2) 송미령 등(2007) 및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0)의 조사 결과 중 농어촌에 이주하려
는 의향을 지닌 도시민 응답 내용을 집계.
9)

농민신문에서 2011년 실시한 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 도시민들이 농어
촌 이주를 희망하는 이유로서 ‘생계수단으로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라는 응답은 15.5%에
머무른 반면, ‘도시의 경쟁적인 삶을 떠나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삶을 찾기 위해’라는 답
변 비율이 71.1%로 집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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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관련 정책 현황

1.

정부의 귀농·귀촌 정책

○ 정부의 귀농·귀촌 정책은 농림수산식품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농림수산
식품부는 2009년 귀농·귀촌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2009
년 귀농·귀촌 지원정책 중 일부는 종료되거나 타 부처로 이관되었다.
○ 농림수산식품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정부의 각종 귀농 귀촌 지원 정책 현
황을 <표 3-1>에서 보여주고 있다.
- 현재 귀농·귀촌 정책은 농어촌으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의 농지 및 주거
를 마련해 주기 위한 융자 및 보조금 사업과 영농 관련 기술이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훈련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이 주된 내용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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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표 3-1. 농림수산식품부의 귀농귀촌 관련 정책(2011)

사업명
주요 내용
농산업인턴제 •창업 준비 과정에서 선도농가 농장 실습 지원
(2011년
고용노동부이관) •귀농교육 과정 이수 후 귀농 희망자 대상
전문업체, 선도농가 등이 귀농 초기
컨설팅 및 멘토링 •농업경영컨설팅
단계의 농업인에게 컨설팅 및 멘토링 제공
귀농인의 집 •일시 거주하면서 영농기술 습득, 주택 농지 준비
조성(종료)
농어촌정책국 농업창업 •귀농교육과정 이수자가 농지, 시설 및 설비, 농기계
경영인력과 자금 지원 등을 구입할 때 자금 융자
주택 구입 및 •귀농인이 농가주택을 구입할 경우 자금 융자
신축 지원
•농촌 지자체가 도시민 이주를 지원하는 연성적 프로
그램을 자유롭게 기획하고 실행
도시민 농촌 유치 •지역
홍보, 예비 귀농 귀촌인 교육, 귀농 귀촌인을
프로그램 지원 대상으로
한 지역 내 교육훈련, 귀농 귀촌인과 기존
지역주민의 화합을 위한 행사 등
100호, 200호 규모의 농촌 주택단지 공급
농어촌 뉴타운 •50호,
•농업
및
농어촌정책국 조성 시범사업 우선 분양농산업 분야 종사를 희망하는 이주민에게
지역개발과
이상 규모의 농촌 주택단지 공급
전원마을 조성 •20호
•신규 전입자에게 분양

⋅

1.1. 귀농 귀촌인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 영농 직업훈련 과정 합숙과정
○ 도시민들이 영농정착에 앞서 알아야 할 영농 설계방법, 농업기술 등을 교육
하는 과정으로 이론과 실습을 통해 영농 정착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귀농·귀촌 교육중 가장 장기적이고 전
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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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분야에 따라 교육기관이 다른데 천안연암대학교, 한국농업대학교, 여주
농업전문대학교, 농협안성교육원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 각 기관별 교육 현황은 <표 3-2>에 나타난 바와 같다.
○ 보다 전문적인 교육으로서 합숙과정도 운영되고 있다(표 3-3 참조).
- 귀농 예정자로서 농지 등 기초적인 영농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일정 수
준의 자산이 있는 자를 우선 교육대상으로 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교육
기관에서「이론+실습」강의, 선도농가에서의「영농현장실습」이다.
표 3-2. 교육기관에 따른 교육 과정 및 교육 내용

구 분
천안연암대학
귀농지원센터

교육 과정
귀농교육과정

교육 내용
농업경영, 가공기술, 영농기초,
생산기술
과수, 화훼, 조경,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버섯, 인삼약초,
농산가공, 농촌관광
수도작(벼), 인삼, 버섯, 시설채소,
경기농업마이스터대학
한국농수산대학
친환경채소, 사과, 한우
평생교육원
서류(고구마, 감자), 두류(콩, 작두콩),
등의 밭작물과 산양삼, 더덕,
경기 귀농·귀촌대학 단옥수수
참마, 오미자, 오가피, 허브 등
약용작물
창업교육
여주농업전문학교
과수, 화훼, 축산식품
귀농·귀촌교육
최고기술아카데미과정
포도, 배, 딸기
농협안성교육원
전문농업기술과정
딸기, 사과, 블루베리
핵심축산기술과정
인공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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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도시민을 위한 영농직업 훈련과정(합숙과정)

구분
세부내용
귀농이해 귀농정책, 지원계획, 지자체 지원제도, 성공사례
교육
과수를 이용한 농촌관광마을 현장견학 및 실습
귀농기초
농기계실습, 토양관리, 최비제조공정견학,
교육
과원관리기초 등
귀농전문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재배기술 및 맞춤식
교육
현장교육(도제식 실습)
귀농경영 창업농설계 및 실습, 전자상거래, 마필산업 특강 등
교육

비고
46h:강의 26h
실습(토론)20h
31h:강의6h
실습(토론)25h
209h:강의 64h
실습(토론)145h
46h:강의 27h
실습(토론)19h

□ 전원농업 교육 비합숙
○ 비합숙으로 교육 과정은 주말농장형, 전원영농형, 농촌정착형으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 주말농장형: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주말농장 등 소규모 영농을 하는 전
원생활 형태를 원하는 도시민을 위한 교육이다. 취미활동이나 소득을
올리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3일간 교육이 이
루어진다.
- 전원영농형: 농촌에 정착하면서 영농을 통해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도
시민을 대상으로 5일간 교육이 이루어진다.
- 농촌정착형: 도시 은퇴자 중 정부 정책자금 지원 없이 귀농이 가능한 희
망자를 대상으로 단기 교육(5일)과 장기 교육(12주)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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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도시민의 위한 전원농업 교육(비합숙)

교육기관
교육과정
세부내용
귀농·귀촌 교육관련 각종
통합농업교육정보서비스 농업인재개발원에서
정보 제공
운영하는
귀농·귀촌
(www.agriedu.net)
온라인교육(한결이네
포털사이트운영
귀농일기) 담당
천안연암대학
창업농업경영과정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www.uiturn.com)
도시민농업창업과정
식물생리, 토양관리,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오프라인에서
친환경농업
등 전반적인
(www.yeoju.ac.kr)
농업창업교육
농업재배 기술 교육
귀농희망교육,
전국귀농운동본부
오프라인교육
귀농실습교육,귀농전문학교,귀
(http://211.115.218.173/)
농마을도우미 과정 운영
농업인교육 품목별
농촌진흥청
오프라인
교육
최신영농기술
교육 및
(http://hrd.rda.go.kr)
농기계교육
창업농업 경영인 교육
한국농업대학산학협력단
오프라인
교육
농업창업
교육 및 기술이전
(http://agbi.kn.ac.kr/)
교육
농협중앙회
귀농·귀촌센터
1.2. 주요 지원 정책

□ 귀농인 농업인턴제 사업
○ 귀농·귀촌 희망자가 선도농가 농장에서 현장 실습을 하면서 영농기술과 경
영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농림수산식품
부에서 추진하였으나 2011년에 고용노동부로 이관되었다.
○ 지원 대상은 귀농교육 사업신청일 기준 18∼55세 이하인 자, 농고·농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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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 제대 후 구직자 등 미취업자로서 연수 후 귀농희망자이다. 선도농가자
격: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창업농업경영인 및 농업법인 등 시장·군수가 인
정한 농가이다.
○ 지원조건은 상황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2011년 예산 기준으로 겨우
1인당 월 120만 원(자부담 24만 원, 보조금 96만 원) 지원으로, 법정근로 시
간과 같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월 20일 근무를 요구하고 있다.

□ 귀농인에 대한 융자 및 보조 사업
○ 농업창업자금지원사업은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농어촌에서 영농을 기
반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농지와 각종 시설, 설비, 농기계 등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지원을 알선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지원조건은
연리 3%,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으로 세대당 1천만 원∼최대 2억 원까지
융자를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영농을 위해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농가주택을 구입할 경우 그에 따른 자금
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
업으로 주택구입 지원사업과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이 있다. 주택구입지
원사업은 연리 3%,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조건으로 세대당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융자 지원한다.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은 가구당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를 실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리비는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 부엌, 화장실 개량 등 포함되며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계
약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체결한 경우에 지원하다.

□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 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지와 주택을 구입하기 전까지 일정기간 동안 직접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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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거주하면서 영농기술을 배울 수 있는 제도이다. 귀농인의 집 입지는
지역 내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귀농인의 집 운영을 희망하는 마을과 시·군
이 협의하여 자율 선정한다. 기존 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귀농
귀촌인을 위한 거점마을로 육성한다.
○ 귀농인의 집은 전국 각 지역에 100개소가 마련되어 있고, 온 가족이 이주하는
귀농인에게 우선권이 있다. 지원 대상은 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주택과 농
지를 확보하고 현지에 정착하려는 자, 가족(부부 등)과 함께 이주하고자 하는
자(단독 입주자 제외), 귀농교육 이수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은 2010년을 마지막으로 중앙정부 사업은 종료되고
지자체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1.3. 기타 귀농 귀촌 관련 사업

□ 전원마을 조성사업
○ 이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주도하는 사업으로서, 농어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 조성을 지원하여 도시민의 농어촌유입을 촉진함
으로써 농어촌인구유지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 중 도시민 및 40~50대가 다수 차지하고 있어 귀농 귀촌을 지원
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 사업내용은 새로운 마을의 조성 및 기존 마을의 재개발을 지원하고자 택지
조성 및 주택건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2004년부터 시
작한 이래 2010년까지 123지구가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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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뉴타운 조성
○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민의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
해 신규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신규마을은 50호, 100호, 200호 규모이
다. 전국적으로 5개가 조성되고 있다.
□ 체재형 가족농원사업
○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이 추진하고 있다. 100평 규모의 텃밭에 약 9평 정도
의 체재형 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자에게 1년 단위로 임대해 주어 주말농원으
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2011년 현재 전북 순창군에 1개소가
조성되고 있다.
2.

지자체 및 관련 단체의 지원 프로그램

2.1. 지자체의 도시민 유치 노력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인구 증대 수단으로 정부의 귀농 귀촌 정책과 연계하
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조례 제정이다. 2011년 8월 현재
74개 지자체(4개 도, 70개 시군)가 귀농 귀촌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 귀농 귀촌 지원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열거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교육훈련 경비 보조, 귀농인 대상 보조 및 융자 지원 사업, 빈집 수리비
지원, 의료 비용 및 자녀 학자금 지원, 농지구입 자금 지원, 영농정착 자
금 지원, 컨설팅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이러한 지원사업의 시행 여부를 심의하는 의사결정 기구로서 ‘귀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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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설치하도록 명시한 곳도 상당수 있다.
○ 한편 지역의 인구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귀농 귀촌을 적극
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도 상당수 있다.
- 자체 예산으로 출산 육아지원, 자녀 교육비 부담,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
을 시행하며, 출향인사 등 귀향 잠재자의 정보 관리, 빈집정보 등을 제
공하는 지자체도 많다.
표 3-5. 지자체의 귀농·귀촌 지원조례 제정 현황
귀농
영농 이사
정착 비용
자금

/

경기
양평군
강원
영월군
강릉시
양구군
충북
도청
충주시
제천시
옥천군
음성군
충남
도청
금산군
공주시
부여군
보령시
서산시
홍성군
서천군
예산군

빈집 영농 농어촌 농림 교육 소득 기타 새농촌 농지
자녀 농업인
수리 자재 주택 사업 훈련 사업 사업 육성 임차/ 출산 귀촌 의료 학자금
삶의질 조례
[주택
자금 자금 지원 지원 보조 기금 구입 장려금 정책 지원 지원 향상 제정
비용
자금]
우선권 우선권
지원 비용
지원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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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전북
도청
고창군
순창군
익산시
군산시
남원시
김제시
장수군
부안군
완주군
임실군
무주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도청
영광군
강진군
곡성군
해남군
고흥군
신안군
화순군
완도군
나주시
영암군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순천시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구례군
경북
도청
김천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

청송군
영덕군
울진군
고령군
상주시
영양군
영주시
문경시
의성군
예천군
봉화군
군위군
성주군
영천시
청도군
경남
도청
합천군
제주도
도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 표시는 2010년 이전에 조사된 것이며, ○ 표시는 2010년 이후에 조사된 것임.

2.2. 관련 기관의 귀농 귀촌 지원

□ 귀농·귀촌종합센터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에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귀농·귀촌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귀농·
귀촌 종합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이 센터에는 정부의 귀농·귀촌 정책 및 사업지침 내용 소개, 귀농· 귀촌
사업계획 및 자산 보유에 따른 지원 내역 소개 및 맞춤형 상담, 지자체
의 귀농지원 실태 파악 및 정보 제공을 하고 있다.
- 또한 귀농·귀촌 성공사례와 농가체험 프로그램 및 귀농교육 기관 및
교육내용을 소개하고 있으며 실제 귀농·귀촌 준비를 하는 사람을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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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영농계획 수립지원 및 전문가 컨설팅, 각 지역별 농지 및 주택(빈
집 소개)알선, 영농교육 및 실습프로그램 알선, 전원생활, 문화, 교육 등
정보 제공을 하고 있다.

□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웰촌포털시스템(http://www.welchon.com/)을 운영하
고 있는데 이 시스템에서는 귀농·귀촌 지원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한편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지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농지은행은 영농규
모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농지의 신탁, 임대, 매매,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
으로 귀농·귀촌 희망자가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귀
농 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농지은행 포털사이트 “www.fbo.or.kr” 에서
농지 매도 매입 임대, 매물정보, 농지가격 및 거래동향 등의 농지유동화 정
보를 체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 전국귀농운동본부
○ (사)전국귀농운동본부에서는 귀농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전국귀농운동본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크게 교육, 정보제공, 동
호회 운영으로 나뉠 수 있다.
○ 교육은 이 본부에서 운영하는 생태귀농학교와 소농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진
다. 이 본부에서 제공하는 귀농 교육은 생태적인 삶의 방식과 유기순환의
농업방식을 지향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각종 귀농정보 제공은 이 본부에
서 발간하는 귀농길잡이, 귀농추천도서, 계간귀농통문 등을 통해 이루어진
다. 귀농 동호회로는 천연염색 물들임, 약초 사랑회, 퍼머컬쳐, 목공, 산나물
들나물, 생태 집짓기 등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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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민의 정책 수요에 대비한 현행 정책 진단

3.1. 도시민의 농어촌 이주 저해 요인

○ 많은 도시민이 귀농 귀촌을 희망하고 있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수는 극
히 제한되어 있다.
- 관련 교육 기관에 의하면 귀농교육을 받은 사람 중 실제 귀농자는 20%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 귀농·귀촌을 위해서는 만만치 않은 자금이 소요되는 점이 도시민의 농어촌
이주를 힘들게 하는 장애요인이다.
- 수도권에서의 전원생활 초기 비용은 3억 원 이상이 소요되며, 귀농을 하
고 농지를 구입할 경우 약 2억 원 정도의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 물론
500만원 내외의 적은 자금으로 귀농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예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 게다가 생계형 귀농 시 2~3년 동안은 수익 발생이 어렵기 때문에 이 또
한 귀농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 <그림 3-1>은 2007년 도시민 2천 명을 대상으로 농어촌 이주 예상 비용
을 조사한 결과인데, 절반을 넘는 응답자가 귀농 귀촌 시 2억 원 미만의
비용을 투자할 것이라고 답하고 있다(송미령 등, 2007). 대지를 구입하
여 신규로 주택을 짓고 나면 남는 금액이 거의 없는 귀농 귀촌인이 다
수라는 점을 이러한 조사 결과에서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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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귀농 귀촌 의향이 있는 도시민의 예상 이주 비용

주: 송미령 등(2007)의 도시민 2천 명 조사 결과를 재집계

○ 일단 귀농 귀촌을 하고도 그 지역에 정착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정착률이 저조한 편이다.
- 정착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귀농·귀촌 후 5년 이
내에 떠나는 사람도 다수이다. 정부 및 지차체 지원을 기대하고 귀농 귀
촌한 사람이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을 못 받을 경우 정책 불신으로 이어지
는 경우도 많다.
○ 도시민의 농산어촌의 이주를 주저하거나 일단 이주를 하여도 정착하지 못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이주를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로 가족(아내, 자식, 부모)의 반대를 들 수
있다. 이는 이주 의향 형성 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이다.
- 다음으로 젊은 사람이나 은퇴 후 생활형편이 어려운 경우 마땅한 일거
리가 없어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큰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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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면에서는 의료서비스의 문제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 특히 응
급 의료서비스가 열악하기 때문에 노후에는 살기가 불안하다는 의견이
많다. 자녀가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자녀 교육도 중요한 저해 요인이
다. 다음으로 구매, 여가 문화 등의 생활시설 부족과 공공교통수단이
충실하지 못한 이유도 들 수 있다.
- 이주하고자 하는 지역의 빈집, 토지 등의 정보가 충분치 못한 것은 이주
지역 결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 이주 후 정착을 못하는 이유로 지역주민과 어울리기가 쉽지 않은 점도
있다. 특히 공동 재산이 많은 마을일수록 도시에서 이주해온 외지인에
게 배타적인 경향이 있다고 한다.
- 그리고 외지인을 받아들이는 행정 지원체계가 미흡하다는 점도 농어촌
정착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

○ 농어촌에 이주하여 예상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 도시민 2천 명을 대
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표 3-6>에서 보여주고 있다.
- 실제 농어촌 이주를 준비하고 있는 응답자들과 그렇지 않은 응답자들
간에는 인식하고 있는 문제의 내용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집계
결과로부터 짐작할 수 있다.
- 즉 농어촌 거주를 위해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도시민들의 경우, 예
상되는 어려움으로 이웃과 적응하는 문제를 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농어촌에 이주할 의향이 없거나 단순히 정주 의향만 지닌 집단의 경우
는 생활상의 불편 문제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답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준비 단계에 들어가면 지역사회 적응이나 원주민과의 갈등 극복 같은
일이 더욱 중요한 현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10)
10)

반대로 귀농 귀촌인을 받아들이는 농어촌의 입장에서도 다양한 불만들이 제기되기도 한
다. 먼저 토박이 주민도 지원을 못 받는데 왜 귀농인에게 지원을 해주느냐는 지역 정서
가 있다. 일부 지역의 예이긴 하지만 외지인 1명이 유입해 오면 현지인 4명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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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농어촌 이주 시 예상되는 어려움

단위: %

농어촌 이주 준비 정도에 따른
응답자 유형 구분
전체
구 분
구체적인 어느 정도 준비 (n=2000)
준비
준비
않음
(n=48) (n=375) (n=1577)
16.7
9.3
16.6
15.3
사업이나 직장을 구하기 어려울 것 같다
16.7
18.4
18.6
18.6
수입이 적을 것 같다
18.8
29.9
39.3
37.1
생활환경이 불편할 것 같다
20.8
12.3
5.3
7.0
원주민 이웃과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다
12.5
20.8
14.7
15.8
도시의 친지나 친구들과 멀어질 것 같다
10.4
8.5
5.0
5.8
기타
4.2
0.8
0.4
0.6
모름/ 무응답
100.0
100.0
100.0 100.0
합 계
주: 송미령 등(2007)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응답자 유형을 구분하여 집계
3.2. 현행 정책에 대한 진단

○ 앞에서 살펴본 귀농 귀촌 프로그램은 전국귀농운동본부를 제외하고는 2009
농림수산식품부의 귀농·귀촌 지원대책에 의해서 촉발된 것으로 실제 추진
된 기간은 3년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아직 정책의 성과를 논하기에는 시
기상조라 할 수 있다.
- 하지만 도시민의 농어촌 지향을 촉진하는 수단으로서 귀농 귀촌 정책이
수행해야 할 본연의 과제에서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이 정책의 성과와 미
비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행정수요가 발생한다고 불평하는 지방자치단체공무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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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큰 성과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관련 기관의 노력에 의해서 실
질적으로 귀농 귀촌인이 증가하였다는 사실이다. 경제 침체의 요인도 작용
하였겠지만 정부의 귀농 교육과 귀농 지원 시책 등이 효과를 발휘하여 귀농
을 촉진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 또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관련 기관의 노력은 사회적으로 귀농·귀촌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기여하였다. 조기은퇴와 평균수명 증가라는 사회적 트
렌드에 편승하여 귀농·귀촌이 은퇴 후 노후생활의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
고 있다.
○ 하지만 현행 귀농 귀촌 정책은 다양한 유형의 도시민 전원 주거 수요에 효
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
- 구체적으로는 주로 귀농인 대상의 영농교육 및 자금 지원 정책에 치중
하고 있으며, 일시 체류형, 반정주형, 정주형 등 도시민의 다양한 전원
수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 한편 수도권 주변에는 귀촌 수요가 높음
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대응 태세가 부족하다.
○ 귀농 귀촌인이 초기에 직면하는 경제적 어려움 등에 대해 효과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
- 정부에서 추진하는 뉴타운, 전원마을은 경제력이 열악한 귀농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며, 정부의 귀농인 지원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 경제력이 약한 귀농인이 거주할 만한 집과 농사 지을 토지가 부족한 점
도 문제이다. 임시 거처가 부족한 탓에 도시민의 이주 비용이 높아지게
되며, 그만큼 귀농 귀촌인이 초기에 원활히 정착하는 데 어려움이 더하
게 된다.
○ 이상과 같이 귀농 귀촌의 단계마다 도시민이 직면하게 되는 애로사항 및 대
응 과제를 정리하면 <표 3-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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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표 3-7. 귀농 단계별 애로사항 및 대응 과제
애로사항

대응 과제
○ 귀농·귀촌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 빈집, 주택 및 토지 매물, 농지 등
-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 이주지에 관한 정보 수집
○
잠재적 귀농·귀촌 대상자 정보 수
답사, 예비 체험 기회 필요
집 관리
예비 -- 현장
동의
단계 - 가족
귀농·귀촌 홍보 활동
필요한 교육 이수(귀농 귀촌·교육, 기타 ○ 귀농·귀촌
희망자 초청 체험 행사
직업훈련)
진행
○ 귀농·귀촌 백서 및 성공 및 실패
사례 제공
- 토지 및 주택 일자리 알선
이주자 지원사업 체계화
영농교육, 지역사회 적응을 ○○ 도시민
지역정착
매뉴얼 발간
정주 - 영농상담,
위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필요
실행 - 상수도
○
귀농·귀촌학교
운영
등 기반시설 설치 애로
단계 - 농사시설(하우스
정착교육
및
실시
등) 설치 지원 요망 ○ 행정지원 전담조직기술교육
필요
- 빈집수리비 지원요망
○ 귀농·귀촌 컨설팅·멘토링 사업 적극
이주자의
지역사회
일원화
추진
정착 - 지역커뮤니티와의 교류 증대
○
정착지원사업
추진
단계 - 안정적인 소득확보
○ 품목별 영농 교육의 지속적 추진
○ 지역주민과의 화합 및 갈등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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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확산을 위한 과제

1.

정책의 기본 방향

1.1. 정책의 기조

○ 도시민의 농어촌 지향은 국토의 분산형 정주 구조를 실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는 수도권과 지방 그리고 도시와 농어촌의 상생 전략이 될 수
있다. 농어촌의 입장에서는 지역활성화의 수단이며 국민들에게 건전한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 귀농·귀촌을 보다 확대하여 도시민의 전원지역 정주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는 이를 국가적인 아젠다로 채택하여 범부처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할 필요
가 있다. 그동안 귀농 귀촌 관련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가 담당했지만, 영
농 종사 희망자에 한정하지 않고 폭넓은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다른 부처
들도 이에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수요에 대응하는 일은 여러 정부 부처와 해당 지역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이다. 넓게는 도시와 농어촌의 상생전략이며 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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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증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과제이다.
○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추진체계를 점검하고 부처 간의 역할을 분담하고 예
산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또한 귀농 귀촌 지원을 위해 민
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지역 차원에서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역량 결집에 주력해야 한다.
1.2.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

○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주 준비 단계별로 가장 절실
한 지원 사항이 무엇인지 찾아서 대응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 도시민이 농어촌 정주 의향을 형성하고 본격적으로 이주를 준비하는 단
계에서는 각자에게 적합한 귀농 귀촌 지역 정보를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가장 절실하다.
- 이주 실행 시기와 정착 초기 과정에서는 살아갈 거처를 마련하고 소득
기반을 갖추는 일이 가장 필요한 과제이다.
-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적응하고 지역 주민들과 어울려서 살도록 교류 기
회를 확대하는 것이 정착 이후에 필요한 일이다.
○ 우선 농어촌 이주 의향을 지닌 도시민들이 관련 정보를 물색하는 데 도움을
얻도록 통합적인 정보 제공이 가능토록 한다.
- 이주 목적지를 폭넓게 선택하는 단계에서는 자신에게 적합한 지역을 선
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통합적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
- 그리고 지자체 차원에서도 주택(빈집 포함) 및 토지 정보 등 해당 지역
에 이주하려는 귀농 귀촌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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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 귀촌인이 초기에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데, 특히 이때 경제
적인 문제가 중요하며 주거 지원도 요구된다.
- 이주하면서 가진 자금을 새로운 주택 마련에 써버릴 경우 경제적인 어
려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임시로 머무를 거처를 다양한 방식으로 공
급하는 것이 성공적인 농어촌 정착의 관건 중 하나이다.
- 반드시 농사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일정 정도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다
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귀촌인뿐 아니라
귀농인의 경우에도 초반부터 영농을 통해 소득을 올리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일자리 제공도 초점을 두어야 할 과제이다.
○ 귀촌인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 프로그램 등 농어촌 생활 체험 기회를 확대하
는 것이 필요하다.
- 일반적으로 귀농인의 경우는 귀농교육을 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
며, 영농 활동을 위해 기존 마을 주민들과 어울리려고 적극적으로 노력
하는 편이다. 반면 귀촌인의 경우 자신의 생활양식을 고수하는 과정에
서 지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례가 나타난다.
- 따라서 앞으로 귀촌인도 도시민 유치 정책 대상으로 포함하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귀농 귀촌 시책은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가 주도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
하며, 주민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정부의 지원에만 의지하여 도시민을 유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
로 지역의 자율적인 노력이 선행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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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를 위한 정책 과제

2.1. 농어촌 이주 도시민을 위한 주거와 생활 편의성 확보
2.1.1.

기존 마을과 연계한 소규모 전원 주거지 조성사업 추진

○ 도시민의 농어촌 주거 수요에 대해 대규모 신규 주거단지 공급 일변도로 대
응하는 기존 사업 내용을 재검토한다.
- 주거단지의 규모가 커질 경우 시설 부지를 확보하려면 농 산지의 대거
전용이 불가피하다. 또한 주변과 외따로 떨어져 이주 도시민들만의 고
립된 단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는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를 활성화한다는 정책 방향에 어긋난다.
- 실제 농어촌 이주를 준비하는 도시민들도 이주 시에 거주하기를 희망하
는 마을 유형으로 기존의 농어촌 마을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표 4-1 참조).
- 특히 농어촌 이주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도시민일수록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는데, 57.1%의 응답자가 기존 농어촌 마을을 선호하였다. 반면
에 별도로 조성된 마을을 응답한 비율은 22.4%로 이에 못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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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농어촌 이주 시 선호하는 마을 유형

단위: %

농어촌 이주 준비 정도에 따른 응답자 구분 전 체
구 분
구체적인 준비 어느 정도 준비 준비 않음 (n=1644)
(n=49)
(n=376)
(n=1219)
57.1
52.9
34.8
39.6
기존의 농어촌 마을
22.4
29.0
40.5
37.3
별도로 조성된 마을
18.4
17.8
24.3
22.6
특별히 선호하는 곳 없음
2.0
0.3
0.4
0.4
모름/ 무응답
100.0
100.0
100.0 100.0
합 계

주: 송미령 등(2007)의 도시민 2천 명 조사 자료 중 농어촌 이주 의향이 있는 응답자의
조사 결과를 집계.

○ 20호 이상의 단위로 택지를 공급하는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 현행 공공 지원
주거 조성 사업을 다변화하여 소규모의 주거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 5호 내외의 소규모 주거지 공급 방안을 마련하며, 특히 그 입지는 기존
농어촌 마을과 접한 곳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러한 소규모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포괄보조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기
존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보다 유연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 나아가 5호 이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 시행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서도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1.2.

임시 거처 제공 및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활용 확대

○ 농어촌에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은 일반적으로 신규 건축한 단독주택
거주를 선호하지만, 실제 이들이 거주하는 주택 유형은 더욱 다양하다.
- 기존의 농가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살거나 임시 주택, 및 다양한 형태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많다.
- 실제 <표 4-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농어촌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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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단독주택 신축을 선호하는 비율이 65.9%로 나타났지만, 실제 농어촌
이주 귀농 귀촌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축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48.4%로 그보다 낮게 집계되었다. 반면 농가 주택을 리모델링해
서 거주하는 비율은 39.2%로 나타나고 있다.
표 4-2. 농어촌 이주 시 거주 희망 주택과 실제 거주 주택
구 분
농가주택 리모델링
개인 단독주택 신축
다가구.다세대 주택
아파트
공동시설이 구비된 공유주택
기타 (상가 등)
모름/ 무응답
합 계

단위: %

이주 의향 도시민의 농어촌 이주 도시민의
거주 희망 주택
실제 거주 주택
20.0
39.2
65.9
48.4
3.9
2.7
4.6
3.9
3.3
1.2
1.9
4.3
0.3
0.3
100.0
100

주: 이주 의향 도시민의 선호 주택은 송미령 등(2007)의 도시민(2천 명 중 이주 의향이
있는 1,644명)에 대한 집계 결과이며, 실제 농어촌에 이주한 도시민 주택 집계는 송
미령 등(2006)에서 2005년 실시한 조사 결과임(587명 대상).

○ 따라서 도시민의 농어촌 이주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신규 단독 주택 거주보
다는 기존 농가 주택을 매매 또는 임대하거나, 상태가 양호한 빈집을 널리
임대해서 활용토록 빈집 정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를 위해 빈집을 수리하여 수요자에게 단기 혹은 장기 임대하는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지자체와의 협력 하에 사회적 기업 혹은 커
뮤니티 비즈니스 형태로 빈집 정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지자체 단위에서는 지역의 귀농·귀촌인이 중심이 되어 지역 빈집, 임대
토지 조사에 참여토록 하는 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
- 빈집과 더불어 지역의 주택, 토지, 매물 등의 정보를 등록하여 농어촌 거
주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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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제력이 낮아 처음부터 주택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젊은 귀농 귀
촌인에게는 이러한 빈집 및 임대 토지 정보 제공이 이주 초기에 중요한
지원책이라 할 수 있다.

○ 정보 제공에만 그치지 않고 수요자에게 등록된 매물을 알선하고 빈집을 소
개하는 사업을 행정기관이나 중간조직에서 매개하여 소유자와 수요자를 적
극적으로 연결토록 유도한다.
- 각 지자체에서 빈집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실제로 활용되지 않는 이유
중에는 빈집의 빈집 임대 매매 과정을 매개하는 주체가 없고 계약의 효
력을 보증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점도 중요한 요인이다.
- 따라서 개인 대 개인의 계약이 아닌 행정기관 혹은 지역협의체를 통해
빈집 임대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공공성을 보장한다. 예를 들어 빈집 리
모델링 사업을 공공에서 지원한 후 계약 기간(예: 3년) 동안 귀농 귀촌
희망자가 거주하도록 보증하며,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면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도록 한다. 거주했던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는 빈집을 매입할 수
도 있다.
- 일본의 경우에 지자체가 지방 공기업을 통해 이러한 빈집 알선과 거래
과정을 지원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
다(히다시 사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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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일본 지자체의 빈집 정보 제공: 기후현 히다시 사례
○ 일본의 기후현에 위치한 히다시(飛騨市)는 체계적인 빈집 정보 제공 시스템
을 구축하여 도시민 유치를 시도. 이는 히다시 시골살이 알선지원공사가 중
심이 되어 시골살이 희망자와 물건 소유자를 연결하는 시스템
○ 히다시 시골살이 알선지원공사는 소유주들이 등록한 빈집, 전답, 산림 등의
정보를 제공함. 특히 빈집을 정비 및 관리하여 시골살이체험모델주택을 마
련하고, 귀농‧귀촌 희망자들로 하여금 미리 이용 및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또한 귀농‧귀촌인이 원하는 주택 또는 전답 등에 대하여 소유자와
의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을 알선 및 중개함.
○ 히다시의 귀농‧귀촌인은 시골살이 알선지원공사에 이용 희망자로 등록하
고, 공사로부터 빈집소개, 농업지도, 취직상담, 주택개량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특히 시골살이체험모델주택을 미리 체험해봄으로써 귀농‧귀
촌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음.
○ 히다시에 주택, 전답, 산림 등을 갖고 있는 소유주들은 시골살이 알선지원
공사의 정보 시스템에 자신의 부동산 정보를 등록하여 귀농‧귀촌 희망자들
과의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음.

< 지자체의 빈집 정보 제공 시스템 사례(일본 히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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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농어촌 중심지의 종합 정비

○ 농어촌의 읍·면 소재지가 기존 주민과 이주 도시민의 생활거점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충한다.
- 농어촌 이주 도시민과 주민에게 필요한 기초 서비스를 개별 마을 단위
에서 공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농어촌의 읍
면 소재지 기능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 신규 시설 투자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주민과 도시민에게 필요한 서비스
기능을 담당하도록 기존 시설을 복합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농어촌 중심지에 대한 정비를 지속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금 사업 등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중 신규 시설 투자가 필
요한 하드웨어 성격의 사업들은 되도록 농어촌 읍 면 소재지 일대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 고령자용 공동주택 등을 포함한 저밀도 전원주거단지를 신규 조성하는
경우에도 서비스 접근성을 감안하여 기존 농어촌 중심지와 인접한 곳에
사업을 실시하도록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2.2. 도시민의 전원생활 예비 체험 프로그램 확대

○ 도시민의 농어촌 정착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데는 기존 주민과의 갈등 완화
가 관건 중 하나이다. 따라서 농어촌 이주 도시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정착
을 돕는 농어촌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참고로 <표 4-3>에서는 농어촌에 이주하기 전에 도시에서 어떠한 준비
를 했는지에 따라 응답자를 세 집단으로 분류하고, 현재 거주하는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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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주택 형태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다.
-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은 집단과 귀농교육에 참여한 집단 그리고 개인
적인 농어촌 체험활동을 경험한 집단 간에는 응답 내용에서 차이를 보
이고 있다. 즉 귀농교육을 받은 응답자들은 91.5%가 기존 농어촌 마을
에 거주하며, 신축보다는 기존 농가를 활용한 주택에 살고 있는 비율이
61.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조사 결과가 시사하듯이 이주 희망 도시민들을 기존 마을과 연계한 주
거지에 거주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나름의
정책 방향을 담은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4-3. 농어촌 이주 전 준비 사항에 따른 귀농 귀촌인 주거 현황

단위: %

농어촌 이주 전 준비 형태를
기준으로 한 귀농 귀촌인 유형
귀농교육 개별적 별도 준비
참여 체험활동 안 함
마을 및 주택 유형
(n=141) (n=88) (n=323)
91.5
60.2
55.7
기존 농어촌 마을
2.8
15.9
15.5
마을 밖에 새로 조성된 전원주택단지
거주 기존
3.5
23.9
22.3
농어가주택과 접한 전원주택단지
마을 기존
2.1
0.0
6.2
기타
형태 모름/무응답
0.0
0.0
0.3
100.0
100.0
100.0
합 계
61.7
28.4
32.5
기존 농가 활용 단독 주택
31.2
60.2
53.3
신규 건축 단독 주택
0.7
4.5
3.1
다가구, 다주택, 연립
0.0
2.3
6.5
주택 아파트
유형 공유 주택
1.4
1.1
0.9
4.3
3.4
3.4
기타
0.7
0.0
0.3
모름/무응답
100.0
100.0
100.0
합 계
농어촌 이주 전 준비

주: 송미령 등(2006)에서 실시한 농어촌 기 이주 도시민(587명) 조사 결과를 재집계하였
으며, 농어촌 이주 전 준비 사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기준으로 귀농 귀촌인을 분류
하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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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체험 프로그램의 확대와 병행하여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교육 프로
그램을 연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농어촌관광이나 주말농장 등 각종 농어촌 체험 활동 경험이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도시민의
농어촌 이주를 통해 지역사회 활성화에 보다 큰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체험 활동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수 있다.
- 농어촌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귀농 귀
촌 정책 방향을 담은 교육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특히 현재 귀농인을 대상으로 한 영농교육에 치중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
부의 교육 프로그램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
이 농어촌을 체험하면서 동시에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서도 공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일본 에히메현 구마코겐정의 귀농 예비실습 프로그램 사례
○ 1997년부터 도시 귀농자를 대상으로 2년 동안 농업실습기회 제공
- 연수기간 동안 지역에 취농하는 것을 조건으로, 월 12~15만 엔 정도 연수
비 지급(정부의 교부금과 자체예산)
○ 기본적으로 부기연수를 실시하며, 연수생이 작성한 경영분석 부기장을 보
고 컨설팅, 평가 등 실시
- 지자체의 농업기술센터직원이 경영실적 평가 후 연수 계속 여부 평가
○ 신규 취농자에 대해서는 영농지원센터에서 5년 이내의 집중지도로 지역 내
정착을 지원
- 연수가 끝난 사람이 취농을 할 경우, 농지유동화사업 등을 활용하여 농지
제공 등 취농지원사업 실시(23명의 농업연수생 중 19명 취농)
- 전담멘토제도, 정기 연수회 등 개최
- 단, 연수생들이 이곳에 정착한 후 5년 이내에 그만 두면 정에서 지원받은
돈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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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지자체에서 추진해온 각종 농어촌 체험활동 지원 사업이 농어촌 정
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내용을 설계한다.
- 실질적인 현장 체험이 가능토록 하며, 체험 후 농어촌 정주를 희망하는 도
시민들에게 농어촌 생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한다.
- 체험형 교육과 실습형 등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다변화한다.
단기 체험형 교육은 벼 재배, 밭일, 산나물 채취, 과일 수확 등 2박3일
의 체험 메뉴 실시. 농어촌관광체험활동과 연계
실습형은 단기 1주에서 장기 1년간의 농업실습 프로그램 시행. 특히
실습 프로그램의 경우 작목반, 농업기술센터, 개인농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농업인턴제나 지자체 별도의 프로그램으
로 추진토록 한다.
○ 이주 의향 형성 단계에 있는 도시민들을 대상으로는 체재형 주말농원 사업
(클라인가르텐 사업) 확대를 통해 도시민의 농어촌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 현재 농진청의 채재형 가족농원 시범사업과 경기도의 체재형 주말농원
사업 등의 모델을 확대한다. 지자체가 포괄보조사업으로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 이러한 운영은 지자체의 도시민 유치 협의회 등에 위탁하여 이루어지도
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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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성
사업
대상
선정
운영
금액
작물
사업
비용
지원

표 4-4. 체류형 주말농장(클라인가르텐) 사례

경기도 지원 주말농장
∙2007～계속(경기도 13개소)
∙5개 동 1개 사업, 마을단위
∙읍면지역 제외 도시민
∙인터넷을 통한 최고 입찰제
∙임대 기간: 매년 3～11월(연장 가능)
∙연간 320～500만 원(지역차이 존재)
∙과수류, 산채류, 텃밭작물
∙2억 3천만 원(5개 동), 토지비 제외
∙1개동 당 4천 6백만 원
∙도비24%, 시군비56%, 자부담20%

농촌진흥청(시범사업) 지원 주말농장
∙2008～2009 2개소(진안, 순창)
∙11개 동 1개 사업, 농업기술센터 직
영 개발
∙읍면지역 제외 도시민
∙인터넷을 통한 최고 입찰제
∙임대 기간: 매년 3～12월(연장가능)
∙연간 300만 원(최저200만 원, 최고
400만 원)
∙과수류, 산채류, 텃밭작물
∙5억 원(11개 동), 토지비 제외
∙1개 동 당 4천 5백만 원
∙국비50%, 시군비50%

그림 4-1. 경기도 클라인가르텐 기본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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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국내의 체재형 농원 사례

주: (위) 경기도에서 조성한 ◯◯군의 클라인가르텐, (아래) 농촌진흥청의 ◯◯군 소재
가족농원
2.3. 귀농 귀촌인의 경제적 지원 내실화와 사회적 일자리 활용

○ 농어촌에 이주한 도시민이 초기에 겪는 어려움 중에는 경제적인 것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지원책이 요구된다.
- 참고로 <표 4-5>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11년 실시한 귀농
귀촌인 조사를 바탕으로 도시민의 농어촌 이주 이후 가구 소득 변화를
집계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11)
- 귀농 귀촌 시기를 기준으로 응답자를 구분해서 비교해보면 최근인
11)

성주인 등(2011)에서 3개 시 군의 귀농 귀촌인(1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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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후에 이주한 귀농 귀촌인의 경우 소득이 늘어났다는 응답은
없는 반면 감소했다는 응답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반면 2006년 이전에 이주한 응답자들의 경우 감소했다는 응답률이 우세
하기는 하지만, 다른 집단에 비해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반대로
늘어난 비율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이주 초기에 어려움을 겪는 도시민을 대
상으로 경제적 지원책을 집중한다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토록 하는
효과가 더욱 높으리라는 것이다.
2010

표 4-5. 귀농 귀촌 이후의 가구 소득 변화
구 분
크게 감소
조금 감소
큰 변화 없음
조금 증가
크게 증가
합 계

귀농 귀촌 시기를 기준으로 한 귀농 귀촌인 구분
2006년 이전 2007-2009년 2010년 이후
(n=18)
(n=77)
(n=50)
50.0
55.8
62.0
22.2
16.9
20.0
16.7
18.2
18.0
11.1
5.2
3.9
100.0
100.0
100.0

주: 성주인 등(2011)의 귀농 귀촌인 조사 결과 집계

단위: %

전 체
(n=145)
57.2
18.6
17.9
4.1
2.1
100.0

○ 귀농 귀촌 희망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도시민이 지역에 귀농 귀촌을 했다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자금을 지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현행 영농자금 지원 등의 제도에서 지나치
게 까다롭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은 개선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 예를 들어 현재 귀농인이 농업창업(2억 원), 주택구입 및 신축(4천만 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지만, 담보 능력이 부족하여 실제
정해진 한도까지 지원을 받는 귀농 귀촌인이 많지 않다. 금액도 제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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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가 많다.
- 이러한 자금 지원 조건 등을 보다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가 있으며,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귀촌인의 경우도 주택이나 사업 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또한 상당수 귀농인들은 실제 농사에 종사하면서도 농지원부에 등재된
농업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존 주민이 받는 농업인 지원 사항에서 제
외되는 경우가 많다. 가능한 한 귀농 초기에 농업인으로 인정 받아 필요
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 과제이다.
○ 지자체 차원에서는 지역에 이주해온 귀농 귀촌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
적 일자리를 확대하여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다.
- 마을 사무장과 같은 기존의 사회적 일자리뿐 아니라 사회복지 서비스,
교육, 지역농산물 가공 및 유통, 도농교류, 지역문화자원 활용, 의료협동
조합, 녹색환경 분야 등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 귀농·귀촌 인구를 유치하는 데 역점을 두는 사례
로서 진안군을 들 수 있는데, 진안군 자체 집계에 의하면 총 500명 귀
농·귀촌 가구 중 100여 명 사회적 일자리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12)
○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일자리 분야에만 머물지 않고 전문직 종사자 유입
기반을 확대하는 등 탈산업사회에 대응하여 농어촌의 정주 여건을 마련하
는 노력도 필요하다.
- 도시 근교 농어촌 등 입지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자체의 경우
정보통신 인프라 정비, 전문 사업서비스 공급망을 구축하여 소호
(SOHO)등 지식산업 종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한다.
12)

특히 이러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정과 민간조직이 나름의 역할 분담을 이루고
있는데, 귀농 귀촌인 모임인 (사)뿌리협회에서 귀농·귀촌활성화센터의 운영을 주도하도
록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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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진안군의 사회적 일자리와 종사자 현황
사회적 일자리 종류

마을 간사(신활력사업)
마을 사무장
산촌매니저(산림청)
무진장좋은마을네트워크(노동부의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으로는 농촌복지센터 노인 간병(노동부)
지역자활센터의 나눔푸드(도시락사업, 무료배달 및 위탁 판매 등)
도농교류센터귀농귀촌센터(진안군 예산)
합 계

종사자 수(명)
15
5
3
13
30
30
6
102

2.4. 도시민 유치를 위한 지자체 단위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 지자체의 도시민 유치 관련 사업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 군의
관련 부서 업무를 연계 추진할 수 있는 전담 기구를 구성한다.
- 도시민 유치 업무는 주거지 조성에 관한 하드웨어 사업부터 귀농 귀촌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홍보 등 소프트웨어 분야까지 다양한 분야를 포
괄한다. 그러한 까닭에 시 군의 여러 부서가 이러한 업무와 관련된다.
- 따라서 도시민 유치를 위한 제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추진하여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 이러한 전담 기구의 구성 형태는 다양할 수 있지만, 주민 및 귀농 귀촌인
등 민간 분야에서 참여하여 일련의 사업 과정을 주도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 사업 담당 공무원이 제반 부서를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해갈
수는 있지만, 일련의 과정이 관 주도로 이루어지게 되면 담당 공무원이
나 단체장 교체에 따라 기존의 사업 추진 성과가 축적되지 않아 해당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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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행정인력, 주민, 기존 귀농·귀촌자 등으로 구성되는 지역의 다양
한 주체들이 도시민 유치 업무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
- 그러한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해 귀농 귀촌인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제공
의 효과도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나아가 이러한 민간 주도의 추진 기구가 귀농 귀촌 지원 시책에만 머물
지 않고 보다 다양한 지역개발사업 과정에 참여토록 역할을 부여하는 노
력도 요구된다.
- 참고로 <그림 4-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완주군에서는 로컬푸드나 커뮤
니티 비즈니스 육성 업무와 귀농 귀촌을 지역경제 순환을 통한 농어촌
활성화라는 통합적 관점에서 추진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

그림 4-3. 완주군의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귀농 귀촌 지원의 연계

자료: 완주군청 내부자료

○ 귀농 귀촌 지원 업무를 개별 시 군 단위에서만 시행하기보다는 인근 지자
체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추진함으로써 도시민 유치 성과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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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 등 시 군 단위에서 추진하는 귀농 귀
촌 시책은 대개 개별 기초 지자체 차원의 프로그램에만 충실한 까닭에
농어촌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
공하는 데 제한이 있다.
- 예컨대 농어촌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은 초기에 필요한 정보를 탐색
할 때 구체적인 목적지를 결정하지 않은 채 광역 단위로 이주 적지를
찾는 경우가 많지만, 지자체의 관련 정보는 개별 시 군으로 분산 제공되
어 도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얻는 데 비효율적이다.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접 지자체 간에 연계 협력을 이루어 통
합적으로 귀농 귀촌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 특히 이러한 통합적인 귀농 귀촌 정보 제공을 이루도록 광역 시 도 차
원에서 소속 시 군들을 연계하는 작업을 해나갈 필요도 있다.
-

○ 중앙정부에서는 이러한 지자체 단위에서 통합적인 지원 기구 구축 및 연계
사업 추진 성과 등을 사업 평가 과정에 반영하여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가
능토록 연계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예컨대 농림수산식품부의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은 시 군별로 3년
의 기간으로 사업이 종료되지만, 성과가 있는 지자체는 연계 사업을 추
진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사업 등의 지원을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또한 지자체 간 연계 협력사업의 성과가 두드러지는 시 군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도입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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