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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요

○ 이 조사의 주요 목적은

①

약

유럽연합(EU),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의 귀농·

귀촌 동향과 정책을 조사·정리하고,

②

이러한 외국 사례들이 우리나라의 귀

농·귀촌 관련 정책에 함의하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임.

○ 조사방법은 문헌연구와 해외출장 조사를 적용함.
- 유럽연합(EU),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의 귀농·귀촌 동향과 정책 관련 문

헌을 조사하여 정리함.
- 해외출장 조사는 벨기에(EU, 브뤼셀), 프랑스(파리)에 출장을 가서 유럽연

합(EU), 프랑스, 영국 등의 귀농·귀촌 동향과 정책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
를 수집함.

○ 유럽연합(EU)의 귀농 귀촌 동향
·

- 1970년대에 서부 유럽에서 귀농·귀촌이 시작됨.
- 1980년대에는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EU의 귀농·귀촌 현상도 위축됨.
- 1990년대 초반부터 농촌의 가치 재발견 등으로 다시 귀농·귀촌이 증가하

기 시작함.
- 동유럽은 서유럽에 비해서 이러한 추세가 뒤떨어짐.

○ 유럽연합(EU)의 귀농 귀촌 정책
·

- 청년농업인 직접지불금(Young Farmers Direct Payment)

•2015년부터 40세 미만으로 농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시작한 지 5년 이하
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최대 5년간 ‘청년농업인 직접지불금’을 지급함.

•국가별로 배정된 직접지불금 총액의 2%까지 지불할 수 있음.

ii
- 교육 및 훈련 바우처(Education and Training Vouchers)
- 직업 훈련 및 관련 정보 제공
- 프로젝트 수행 관련 멘토링 서비스, 행정 편의 지원
- 청년농업인의 창업 지원
- 조기은퇴제도(Early Retirement Scheme)

○ 프랑스의 귀농 귀촌 동향
·

- 1970년대: 귀농·귀촌의 소규모 경향이 있었음. 이때는 귀농과 관련하여 별

다른 공공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없었음.
- 1980년대: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역도시화 현상이 완화됨. 농업 관련 학위

를 받은 청년들이 농촌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으며, 이와 관련한 EU의 공공
지원이 시작됨.
- 1990년대 말～현재: 1990년대부터 중소도시가 발달한 레지옹(우리나라의

도에 해당함)을 중심으로 농촌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함. 도시를 떠나는 가
장 중요한 원인은 주택가격과 생활비 부담 때문으로 나타남. 일부 사람들
은 삶의 질 향상과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농촌으로 이주하기도 함. 그리하
여 농촌지역의 하부구조 개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음.

○ 프랑스의 귀농 귀촌 정책
·

- 청년농업인 육성체계(young farmers’ scheme): 2년 이상의 교육 및 훈련을

요건으로 함.
- 귀농정보센터 운영
- 귀농 이후 5년 동안의 지원:
15%) 공제,

①

사회보장 부담금을 단계적으로(65%～

실제 과세 이익의 50%를 공제,

③

농촌의 부동산 매입 시

에 내는 지방세의 일종인 토지공시세를 감면,

④

비 건축 분할토지에 대

②

한 토지세의 50%를 감면
- 조기은퇴제도: 비용이 많이 들고, 인구 고령화 추세와 맞지 않아서 점차

축소되다가 5년 전에 폐지됨(프랑스의 경우).

iii
- 피고용자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2년간의 훈련을 받은 후에 농촌지역의

비농업 또는 농업부문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청년농업인 직접지불금(Young Farmers Direct Payment)은 정착한 지 5년

미만이고 연령이 40세 미만인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ha당 70유로, 그리
고 최대 34ha를 지원함.

○ 영국의 귀농 귀촌 동향
·

- 2011년 기준 잉글랜드의 총인구는 5,300만 명이고, 농촌지역에는 930만

명(17.6%)이 거주함.
- 4가지 정주 공간 형태별 거주인구 비율은 도시가 82.5%, 농촌 소도읍
(rural town and fringe)이 8.8%, 농촌 마을(rural village)이 5.5%, 과소화지

역의 소규모 취락(rural hamlets those in a sparse setting)이 3.3%임.
- 2011년의 경우 농촌-50(rural-50)지역은 22,900명의 순 인구 유입이 있었

고, 농촌-80(rural-80)지역은 23,000명의 순 인구 유입이 있었음. 이와 대조
적으로 중심도시(major urban)지역은 65,000명의 인구가 감소했음.
- 2000년대 초반에 구 동구권 국가들이 유럽연합(EU)에 편입됨에 따라 일

자리를 찾아서 많은 젊은 동구권 인력들이 영국 농촌으로 유입됨.

○ 영국의 귀농 귀촌 정책
·

- Fresh Start: Fresh Start Academy를 통해서 농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농업

및 농촌부문에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조언과 훈
련을 제공함.
- 청년농업인클럽연맹(The National Federation of Young Farmers’ Clubs)에

서는 청소년(10～26세)을 위한 교육, 훈련, 사회 활동 등을 제공함.
- 토지 및 환경산업을 위한 기술위원회에서는 직업 훈련 및 경력 관리
(Apprenticeship Training)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함.
- 경사지 농장 승계 지원(Hill Farm Succession Scheme): 청년들에게 산간지

방의 경사지 농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함.

iv
- 빈집 재이용 촉진: 빈집으로 인한 안전, 환경, 미관 등에 있어서 공익을

침해하는 영향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지방정부의 단기적인
조치명령, 과징금 부과, 직접개입에 의한 임시 정비 등이 가능함.

○ 일본의 귀농 귀촌 동향
·

- 전 인구에서 차지하는 인구집중지역(DIDs)의 비율은 1970년의 54%(5,600

만 명)에서 2010년 67%(8,600만 명)까지 증가했음.
-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인구집중지역(DIDs) 이외 지역’의 비율은 1970

년 46%(4,900만 명)에서 2010년 33%(4,200만 명)까지 감소함.
- 단카이(團塊)세대 중심으로 귀농·귀촌 열풍이 불고 있음.
- 일본은 농촌의 인구감소·고령화 추세와 도시민의 귀농·귀촌 추이가 공존

하고 있음.

○ 일본의 중앙단위 귀농 귀촌 정책
·

- 신규취농종합지원사업: 45세 이하 청년 취농자에게 준비기간(2년)과 독립

기간(5년)의 총 7년 동안에 급여형태의 보조금(연간 150만 엔)을 지급함.
- 신규취농 계획 인증제도
- 농업기술 습득 지원: 전국에 취농 준비교가 개설되어 있어 신규취농 희망

자가 농업 이외의 직장에 근무하면서도 농업에 대한 초보적인 기술 습득
및 체험이 가능함.
- 농지 확보의 지원: 신규 취농인들이 안심하고 농지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지보유합리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인재매칭지원사업
- 농촌 인재 파견사업
- 농업 재도전 지원사업
- 농(農)의 고용사업: 농업법인 취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농업법인 취업 현장

연수, 취업 상담활동 등을 실시함.
- 전국농업회의소의 전국신규취농상담센터 운영

v
- 우량전원주택제도: 농촌 유입 도시민들의 전원주거공간 조성
- 도시와 농촌의 공생을 위한 종합 대책 교부금 제도
- 빈집재생추진사업

○ 일본의 지방단위 귀농 귀촌 정책
·

- 효고현(兵庫縣)의 다자연(多自然)거주사업: ‘다자연(多自然)거주’란 지방

의 중소도시 또는 농산어촌지역 내에서도 특히 자연환경이 좋은 지역에서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체재하거나 정주하는 것을 의미함.
- 효고현(兵庫縣)의 낙농(樂農)생활센터: 도시민에게 농업을 체험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점시설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주된 목적임.

•낙농생활센터는 도농교류시설, 각종 농업 농촌 체험시설과 농장, 과수
·

원, 가공시설, 레스토랑, 직판장, 농업연수시설 등이 복합되어 있는 거점
시설임.
- 야마나시현 호쿠토시의 노인농업공동체
- 고향 회귀 페어(박람회) 및 고향생활정보센터 운영
- 홋카이도의 농업후계자육성센터
- 지자체의 임대주택사업

○ 미국의 귀농 귀촌 동향
·

- 20세기에 들어와 미국농촌은 인구의 도시 유출과 자연 감소로 인해서 인

구 감소가 지속되었음.
-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추세가 바뀌기 시작하여 일부

농촌지역은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데 반해서 일부 지역은 인구가 증가하
기 시작하였음.
- 1970년대에 처음으로 유입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농촌의 인구 성장 속도

가 도시의 인구 성장 속도를 추월하였음.
- 1980년대에는 불황과 경제의 재구조화(농산업의 급격한 변화를 포함) 등

의 와중에서 농촌인구의 증가 경향이 약해졌음.

vi
- 1990년대 들어와서 경기번영 등으로 인해서 농촌인구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함. 도시보다 덜 붐비는 목가적인 생활을 위해서 귀농·귀촌하는 직장
은퇴자, 전원생활 선호자 등이 농촌으로 들어옴.
- 2000년에 들어와서는 경기의 대불황(great recession)으로 인해서 농촌인

구의 성장률이 다시 약해졌음. 2000년～2010년까지의 농촌인구의 성장률
은 1990년대의 절반 수준인 4.5%에 불과했음.

○ 미국의 귀농 귀촌 정책
·

- 귀농인(초보농업인)을 위한 농업훈련 지원 프로그램(Start2Farm)
- 신규 농업인과 목장주를 위한 능력개발 프로그램(The Beginning Farmers
and Rancher Development Program: BFRDP)
- 농촌청소년을 위한 융자금 지원(Rural Youth Loans): 미국 농무부(USDA)

의 Farm Service Agency에서 10～20세 사이의 청소년들에게 최대 5,000
달러의 융자금을 지원함.
- 농업법과 보조금(Farm Bill Programs and Grants): 신규 농업인과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 농업인을 위한 저금리융자 프로그램
- 주정부의 도시 은퇴자 유치 정책:
③

①

은퇴자 유치를 위한 부동산 개발,

광고 및 홍보 활동,
④

②

기술적 지원,

관광 진흥을 통한 은퇴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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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개요

1. 조사의 배경과 목적

○ 귀농 귀촌인은 농업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가능성이 높음.
·

·

- 최근 젊은 귀농·귀촌인이 증가함에 따라서 농업·농촌의 후계인력 유지에

기여함.
- 귀농·귀촌이 늘어나 농촌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농촌에서 여러 가지 일

자리가 창출됨.
- 귀농·귀촌으로 인해서 창의적 인재가 농촌으로 유입되고 자본투자가 확대

되어 농촌 활성화가 기대됨.

○ 외국에서는 귀농 귀촌이나 역도시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음.
·

- 귀농·귀촌(역도시화)의 원인 분석
- 귀농·귀촌(역도시화)이 농촌사회에 미치는 영향
- 귀농·귀촌인의 농촌사회 적응 요인 분석
- 신규 취농 과정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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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영국, 일본 등은 귀농 귀촌이나 역도시화 현상을 우리나라보다 먼저
·

경험한 국가들임.

○ 그러나 국내연구의 경우에 선진 외국의 귀농 귀촌 동향이나 정책을 심층적
·

으로 조사한 사례는 별로 없음.
- 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출장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신규 취농 관련 정책

을 비교적 자세하게 정리한 선행연구들이 몇 개 있음.

○ 따라서 유럽연합(EU),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등의 귀농 귀촌 동향과 정책
·

을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우리나라의 귀농·귀촌 관련 정책을 개선하는 데 참
고할 필요가 있음.

○ 그러므로 이 조사의 주요 목적은

①

유럽연합(EU),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의 귀농·귀촌 동향과 정책을 조사·정리하고,

②

이러한 외국 사례들이 우리

나라의 귀농·귀촌 관련 정책에 함의하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임.

2. 조사의 범위와 내용
2.1 조사의 범위

○ 이 조사에서 귀농 귀촌 동향 및 정책 관련 외국의 범위는 유럽연합(EU), 프
·

랑스, 영국, 일본, 미국으로 한정하였음.

○ 이 조사의 시간적 범위는 1970년 이후의 추세를 주로 살펴보되, 특히 2000
년대의 변화에 초점을 두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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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조사의 주요 내용

○ 외국의 귀농 귀촌 동향과 정책
·

- 유럽연합(EU)
- 프랑스
- 영국
- 일본
- 미국

○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요약
- 정책적 시사점

3. 조사방법

○ 문헌연구
- 유럽연합(EU),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의 귀농·귀촌 동향과 정책 관련 문

헌을 조사하여 정리함.
- 각국의 귀농·귀촌 관련 통계 자료 수집·분석

○ 해외출장 조사
- 출장지역: 벨기에(EU, 브뤼셀), 프랑스(파리)
- 유럽연합(EU), 프랑스, 영국 등의 귀농·귀촌 동향과 정책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함.
-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관련 전문가 의견·자료 등을 수집·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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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출장 조사 기간: 2014년 10월 28일～11월 5일(7박 9일)
- 출장자: 박대식 선임연구위원, 남승희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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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1. 유럽연합(EU)의 귀농·귀촌 동향과 정책
1.1. 유럽연합(EU)의 귀농·귀촌 동향

○ 유럽연합(EU)의 귀농 귀촌 추이
·

- 1970년대에 서부 유럽에서 귀농·귀촌이 시작됨.
- 1980년대에는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EU의 귀농·귀촌 현상도 위축됨.
- 1990년대 초반부터 농촌의 가치 재발견 등으로 다시 귀농·귀촌이 증가하

기 시작함.
- 동유럽은 서유럽에 비해서 이러한 추세가 뒤떨어짐.

○ EU 농업인 중에서 40세 미만이 약 7%에 불과한 데 비해서, 65세 이상은 약
30%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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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 도시발전 단계
- 도시화(urbanization) → 교외화(suburbanization) → 탈도시화(desurbanization)
→ 재도시화(re-urbanization)
○ EU 귀농 귀촌의 주요 이유
·

- 직업의 변화 또는 퇴직
- 교육의 종료
- 고향으로 회귀
- 도시보다 나은 주택(가격, 크기, 질 등) 선호
- 지역사회 정체성 또는 소속감
- 자연친화적으로 삶의 방식을 전환
- 생활비 절감
- 경제활동 및 고용
- 기타

○ 귀농 귀촌인의 농촌으로 이주 동기는 경제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오락, 자
·

연, 쾌적성, 자녀교육, 문화, 지역사회 소속감과 같은 정서적, 비경제적 가치
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

○ Return migrants와 Non-return migrants는 이주 동기에서 차이가 남.
- 이주자의 개인적 특성이나 이주유형 등을 통제했을 때, Return migrants는
Non-return migrants에 비해서 이주 동기가 사회적인 경우(예를 들면, 결

혼, 부모 부양, 가족 재회 등)가 더 많음.

○ 귀농 귀촌이 EU 농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

- EU 28개 회원국의 농촌 여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귀농·귀촌이 농촌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국가 및 지역별로 상이함.
- 그러나 귀농·귀촌이 농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인구학적 측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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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측면,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 인구학적 측면: 귀농·귀촌은 인구 규모 및 성장률, 인구 구성, 출산율, 사

망률 등에 영향을 미침.
- 경제적 영향: 귀농·귀촌은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일자리의 종류, 사회복

지서비스, 주택시장, 농지 및 토지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침.
- 사회적 영향: 귀농·귀촌은 이주민과 원주민의 사회적 갈등, 사회통합 등에

영향을 미침.

○ 귀농 귀촌의 성공사례
·

- EU의 관련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단계적인 귀농·귀촌 준비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경향이 높음.
- 연령, 생애주기, 교육 수준, 소득, 이주 동기 등에 따라서 차별화된 귀농·

귀촌 준비가 필요함.

1.2. 유럽연합(EU)의 귀농·귀촌 정책

○ EU 공동농업정책(CAP) 개혁의 방향
- 정부가 가격기구에 직접 개입하는 시장관리정책의 비중을 줄이면서, 농가

의 소득과 농촌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의 비중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개혁을
해 왔음.
- ‘농산물에 대한 지원(product support)’에서 ‘농업인에 대한 지원(producer
support)’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해옴.

○ 2013년 공동농업정책(CAP) 개혁의 장기 목표
- 실행 가능한 식량생산
- 자연자원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 및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 지역의 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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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농업정책(CAP) 2014

～2020

- 제1기둥(Pillar

Ⅰ):

농가에 대한 직접 보조임. 농가는 식량안전, 환경보호,

동물복지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있음. 직접지불금
을 받기 위해서 농가들이 이행해야 하는 환경적 교차 준수 사항은 토양의
질 보전, 생물다양성 보호, 영농 다각화, 목초지 보존, 농장에 대한 생태지
역 보전 의무 등임. CAP 예산의 70%를 차지함. 전적으로 EU 예산으로
충원됨.
- 제2기둥(Pillar

Ⅱ):

농촌개발과 관련하여 농가들이 농장 현대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을 받음. 농가로 하여금 환경을 보전하고 농촌사회
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하는 조건하에서 지원함.
농촌개발 관련 예산은 CAP 예산의 약 20%를 차지함. 다년도 재정 계획에
따라 EU 예산과 회원국의 예산을 공동으로 사용함.
- CAP의 또 다른 중요한 정책 수단은 시장지지 정책임. 예를 들면, 자연재

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직접적으로 농가에 지원하는 정책을 들 수 있음. 시
장지지 정책은 CAP 예산의 약 10% 정도임.

○ 농촌개발정책(rural development policy)의 목표
- 농업 경쟁력 강화
- 농촌 환경 개선
-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 농촌개발정책의 6개 정책 우선순위
- 지식 전파와 혁신 조성:

연계 및 연구 강화,
- 경쟁력 강화:

①

③

①

혁신 촉진 및 지식기반,

②

농업과 임업의 혁신

농업과 임업 분야의 평생교육 및 취업 훈련 강화

구조변화에 직면한 농가들에 대한 구조조정 촉진,

②

농

업분야의 연령구조 균등화 촉진
- 식품 공급망:

①

위험관리 지원

농업인들을 식품 공급망에 보다 잘 통합시킴,

②

농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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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계 유지 및 복원:

선,

③

생물 다양성의 유지 및 복원,

②

수자원관리 개

농업분야의 물 사용 효율성 증대,

②

농업과 식품가

①

토양관리 개선

- 자원 효율성 증대:

①

공 분야의 에너지 사용 효율성 증대,

③

바이오경제를 위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 부산물, 쓰레기, 잔여물 및 비식품 원료의 공급과 사용 촉진,
농업에서 질소산화물이나 메탄 발생 감축,

⑤

④

농업과 산림에서의 탄소격

리 촉진
- 사회통합:

①

새로운 소규모 기업이나 일자리 창출 및 다각화,

지역개발 촉진,

③

②

농촌의

농촌의 정보통신기술 품질, 접근성 및 이용 제고,

④

빈곤 감축

○ EU농업보장기금(European Agricultural Guarantee Fund: EAGF)
- 2014년 기준 438억 유로(2013년 대비 0.3% 증가함)

○ 농촌개발을

위한 EU농업기금(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 EAFRD)
- 2014년 기준 140억 유로

○ 농촌개발을 위한 EU농업기금(EAFRD)이 지원하는 범위
- LEADER 지역개발 프로그램: 최대 80%
- 환경이나 기후변화 경감 및 적응 프로그램: 최대 75%
- 유럽연합 차원의 재정적 지원 프로그램: 최대 100%

○ 청년농업인 직접지불금(Young Farmers Direct Payment)
- 2014～2020년 기간 동안에 시행될 공동농업정책에서 18세～40세 미만 젊

은 신규 취농인에게 직접지불금을 제공할 예정임.
- 신규 농업인들이 기존의 직접지불금의 수혜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개선하

기 위하여 이 제도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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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부터 40세 미만으로 농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시작한 지 5년 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최대 5년간 ‘청년농업인 직접지불금’을 지급함.
- 국가별로 배정된 직접지불금 총액의 2%까지 지불할 수 있음.
- 회원국의 의무(강제)조항으로 결정됨.
- 사업계획은

①

자연인,

②

회사와 같은 사업체(business entity),

③

청년농

업인집단 등의 자격으로 제출할 수 있음.
- 토지나 동물과 같은 자산(assets)을 구입하는 데는 직접지불금을 사용할

수 없음.
- 농기계 현대화, 농산물의 가공, 농산품의 질 개선 등에 직접지불금을 사용

할 수 있음.
-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교육이나 훈련 수준은 유럽연합 회원국에 따라서 차

이가 남.

○ 교육 및 훈련 바우처(Education and Training Vouchers)
- 생산, 식품위생교육, 마케팅 교육 등을 포함한 자문서비스에 사용되며, 해

외훈련도 할 수 있음.

○ 직업 훈련 및 관련 정보 제공
- 농업인들에게 직업 훈련을 제공하고 과학지식이나 혁신적인 농법 등에 관

한 정보를 제공함.
- 2007～2012년 기간 동안에 직업 훈련 및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서 투입된

유럽연합 전체의 예산은 9억 7,400만 유로임.
- 2007～2012년 기간 동안에 직업 훈련 및 관련 정보 제공 프로그램에 참여

한 유럽연합 전체의 인원수는 57만 4,587명임. 국가별 참여자 수는 스페
인(15만 8,956명), 영국(8만 3,044명), 폴란드(6만 9,828명), 프랑스(6만
4,592명), 벨기에(4만 5,466명), 이탈리아(4만 5,312명) 순임<그림 2-1>.

11

그림 2-1. 직업훈련 및 관련 정보 제공 프로그램에 참여한 국가별 참여자 수
단위: 명

자료: European Network for Rural Development(2014a).

○ 프로젝트 수행 관련 멘토링 서비스, 행정 편의 지원
- 농업 및 농촌개발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나 농업인 등으로

부터 적절한 조언을 받을 수 있게 함.
- 청년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가급적 단순화시켜서

제공함. 예를 들면, 영농계획 프로젝트 지원서와 지원 절차를 간소화함.

○ 청년농업인의 창업 지원
- 2007～2012년 기간 동안에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의 창업 지원에 36억
5,000 유로가 투입됨.
- 2007～2012년 기간 동안에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을 받은 유럽연합 전체

의 청년농업인 수는 12만 6,156명임.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을 받은 국가
별 청년농업인 수는 프랑스(2만 6,438명), 폴란드(2만 3,077명), 이탈리아
(1만 6,558명), 루마니아(9,408명), 스페인(8,611명), 그리스(8,132명), 오스

트리아(7,287명), 불가리아(5,401명), 포르투갈(4,962명) 순임<그림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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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을 받은 국가별 청년농업인 수
단위: 명

자료: European Network for Rural Development(2014a).

- 2007～2012년 기간 동안에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에 투입된 유럽연합 전

체의 예산 규모는 약 108억 8,455만 유로였음. 국가별 예산 지원 규모는
프랑스(70억 4,198만 유로), 이탈리아(8억 910만 유로), 포르투갈(5억
4,692만 유로), 폴란드(4억 5,159만 유로), 스페인(3억 9,873만 유로), 핀란

드(3억 8,119만 유로), 스웨덴(3억 5,173만 유로), 벨기에(2억 2,579만 유
로) 순임<그림 2-3>.

○ 조기은퇴제도(Early Retirement Scheme)
- 젊은 농업인 또는 신규 취농자들에게 은퇴 예정 농업인의 농장을 인수하

거나 토지를 양도하는 것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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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2012년 기간 동안에 조기은퇴제도를 이용한 농업인 및 농업 노동

자 수(EU 전체)는 28,007명임. 폴란드(19,943명), 스페인(3,459명), 리투아
니아(2,385명) 순임. EU 회원국 중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조기은퇴제도가
폐지되거나 약화된 것으로 나타남(예를 들면, 프랑스는 이 기간 동안에 조
기은퇴제도를 이용한 농업인 및 농업 노동자 수가 68명에 불과함).
- 2007～2012년 기간 동안에 조기은퇴제도를 통해서 경영이양을 한 농지규

모는 유럽연합 전체의 경우는 48만 ha임. 조기은퇴제도를 통해서 경영이
양을 한 국가별 농지규모는 폴란드(23만 9,100ha), 스페인(14만 6,300ha),
리투아니아(3만 1,900ha) 순임.
- 2007～2012년 기간 동안에 조기은퇴제도에 투입된 공적 예산은 35억 4천

유로 정도임.

그림 2-3.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에 투입된 국가별 예산 지원 규모
단위: 1,000유로

자료: European Network for Rural Development(201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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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랑스의 귀농·귀촌 동향과 정책
2.1. 프랑스의 귀농·귀촌 동향

○ 프랑스의 경우, 다른 나라로부터 프랑스 남부 및 북동부 지역의 농촌으로 이
주(migration)가 지속되어 왔음.
- 프랑스 남부 및 북동부 지역에는 저 숙련 노동자의 부족 및 수요가 많음.
- 프랑스 농촌으로 이주한 외국인들은 계속 그곳에 머물거나 아시아, 북아

프리카, 카리브 해의 프랑스령 국가들의 농촌에서 농사짓기를 원함.

○ 역도시화(counter-urbanization) 및 귀농 귀촌 추이
·

- 1970년대: 소규모 경향이 있었음. 상당수의 청년들이 도시를 떠나서 농촌

에서 값싼 농지를 구입하였음. 이들은 교육수준이 높았으며, 기존의 농업
인들과는 다른 점이 많았음. 이들은 대체로 큰 수익을 내지는 못했으며,
일부 청년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이주한 경우도 있었음. 이때는 귀농과 관
련하여 별 다른 공공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없었음.
- 1980년대: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역도시화 현상이 완화됨. 농업 관련 학위

를 받은 청년들이 농촌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으며, 이와 관련한 EU의 공공
지원이 시작됨.
- 1990년대 말～현재: 1990년대 말부터 중소도시가 발달한 레지옹(우리나

라의 도에 해당함)을 중심으로 농촌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함. 도시를 떠나
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주택가격과 생활비 부담 때문으로 나타남. 또한,
고숙련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일과 과제를 수행하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농
촌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아짐. 이들 중의 일부는 로컬 푸드나 유기농산
물 판매를 위한 지역시장을 창출하였음. 또한 일부 사람들은 삶의 질 향상
과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농촌으로 이주하기도 함. 그리하여 농촌지역의
하부구조 개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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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 귀촌이 프랑스 농촌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

- 교육 측면에서 부모 및 자녀들이 혜택을 봄.
- 농업인의 삶의 질은 향상되지만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
-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남.
- 사회서비스 제공이 많아짐.
- 지역상점이 유지됨.
- 소규모지만 고기술의 산업 활동, 기업 등이 증가함.
- 젊고 교육수준이 높은 인적자원이 농촌에 추가되어 사회혁신의 가능성이

높아짐.
- 이주민과 원주민의 사회적 갈등 발생(공간 사용을 둘러싼 충돌 등)
- 범죄율 증가

○ 귀농 귀촌 실패의 주요 원인
·

- 현지 생활에 대한 적응 부족
- 기존 지역주민들과의 융합 부족
- 적절한 일자리 부족
- 사업 계획성의 실현 가능성 부족

2.2. 프랑스의 귀농·귀촌 정책

○ 청년농업인 육성체계(young farmers’ scheme)
- 2년 이상의 교육 및 훈련을 요건으로 함.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함.

○ 농업인의 자녀가 아니면서 귀농하는 경우에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
- 연령: 18세～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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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고등학교 졸업 자격증 또는 농업기술 자격증(BTA) 이상
- 연수계획: 집단연수가 포함된 맞춤형 연수계획(PPP)을 수립하여 이수해야

하고, 이수 사실을 도지사로부터 승인받아야 함.
- 영농계획: 5년간의 영농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함.
- 귀농 지원금: 해당 지역으로 이주를 확인한 후에 지급함.

○ 귀농정보센터 운영
- 각 도별로 귀농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함.
- 귀농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법, 규칙, 지원 자격, 지원의 종류 등)를 제

공함.

○ 정부의 귀농지원금
- 귀농지원금은 프랑스 정부와 유럽연합에서 1/2씩 부담함.
- 귀농지원금은 전업농 여부와 지역(평야·조건불리·산악지역)에 따라 차이

가 나며 최소 4,000 유로에서부터 최대 35,900 유로까지임.

○ 귀농 이후의 지원
- 귀농 이후 5년 동안 사회보장 부담금을 단계적으로(65%～15%) 공제받음.
- 5년 동안 실제 과세 이익의 50%를 공제함.
- 농촌의 부동산 매입 시에 내는 지방세의 일종인 토지공시세를 감면함.
- 5년 동안 비건축 분할토지에 대한 토지세의 50%를 감면함.

○ 조기은퇴제도
- 비용이 많이 들고, 인구 고령화 추세와 맞지 않아서 점차 축소되다가 5년

전에 폐지됨(프랑스의 경우).

○ 피고용자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 2년간의 훈련을 받은 후에 농촌지역의 비농업 또는 농업부문에서 정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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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지원함. 비농업 부문에서 신규 창업을 할 경우에는 1～2년 동
안 세금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농촌

거주 노인을 위한 은퇴주거단지(Maison d’Accueil Rurale pour

Personnes Agée: MARPA)
- 1986년부터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 강화 정책의 하나로 운영하고 있

음. 프랑스 농업 사회보장(Mutualite Sociale Agricole: MSA)의 일환으로
시작함.
- 20여 채의 개인 주택과 공동생활 공간으로 구성된 소규모 집합주거단지

임. 각 주거공간은 개별적이며, 거주자들은 자신의 가구와 물품으로 집을
꾸밀 수 있음. 공동생활 공간으로는 주방, 식당, 세탁실, 도서관, 다용도실,
정원, 텃밭 등이 있음.
- 의료·안전·가사도우미 시스템을 운영함.

□ 프랑스 농업경영자총연맹

(FNSEA)

○ 프랑스 농업경영자총연맹(FNSEA)은 1946년 창립되었고 프랑스 농업인의
70% 정도가 참여함.

○ 프랑스 농업경영자총연맹(FNSEA)은 프랑스 농업위원회, 유럽농업인단체협
의회(COPA), 세계농업인단체 등의 회원임.

○ 20,000개의 지역(local)조직, 94개의 county 연합회, 22개의 지방(regional)연
합회, 36개의 품목별 전문조직으로 구성됨.

○ 회원들의 사회적 지위는 소작농업인, 여성농업인, 농지소유자, 은퇴농업인으
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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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농업인 직접지불금(Young Farmers Direct Payment)은 정착한지 5년 미
만이고 연령이 40세 미만인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ha당 70유로, 그리고 최
대 34ha를 지원함(따라서 최대 2,380유로).
- 교육 및 훈련 요건: 고등학교 이상 졸업하고(대학입학 자격시험을 통과한

자), 농업 관련 학교에서 교육이나 훈련을 2년 정도 받거나, 원격교육을
3년 정도 받는 등 다양한 인증방법이 있음.

○ 농지는 있는데 후계농이 없는 경우에는 proposal을 제출하면 젊은 농업인과
농지를 연결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음.

○ 귀농 시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를 지원하는 기관이 있어서 농업인이 아니어
도 상업 등 다른 일에 대해서도 조언을 받을 수 있음. 귀농하는 경우는 가업
을 물려받기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 외의 경우도 있는데, 이런 사람이
느는 경우에 농촌지역 인구가 증가하고, 학교의 학생 수가 증가하고, 다른
활동들도 활발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음.

○ 현재 프랑스의 농지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 총면적이 2,700만 ha인데 1년에 50,000ha씩 감소하고 있음.

○ 프랑스 내에서는 계절노동자들(seasonal workers)의 지역 간 이동이 잦음. 또
한 외국에서 프랑스로 와서 정착한 경우가 한동안 많았는데, 그 이유는 프랑
스의 농지 관련 세금이 비교적 저렴했기 때문임.

○ 과거에 비해 농업인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음. 과거에는 농업
인이 시골에서 가축을 키우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요즘에는 농
업기술도 발전했으며 사업체를 운영하는 기업가라는 이미지로 변화하였음.
- 농업에 대한 학교 및 사회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속한 효과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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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농업경영자총연맹(FNSEA)에서 인식하는 귀농 귀촌이 농촌지역사회
·

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 인구 증가
- 교육 여건 및 기회 호전
- 사회활동 증가
- 직업, 일 증가
- 세수 확대
-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

○ 프랑스 농업경영자총연맹(FNSEA)에서 인식하는 귀농 귀촌이 농촌지역사회
·

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 지역사회의 분위기나 인심이 나빠짐.
- 지역사회주민 간의 사회적 갈등 증가
- 일부 지역(특히, 산업개발 등이 집중되는 지역)의 집값 및 토지 가격 상승
- 농지 감소 지속
- 지역개발의 증가로 인해서 소음 발생, 수질 오염 등의 환경문제 발생

□ 프랑스 청년농업인 조직

(Young Far mer s)

○ 프랑스 청년농업인 조직(Jeunes Agriculteurs: Young Farmers)
- 1957년에 설립됨.
- 35세 미만 청년농업인으로 구성되며 전국의 회원 수는 약 50,000명
- 청년농업인의 이해관계를 대변함.

○ 프랑스

청년농업인 조직(Young Farmers)의 주요 관심사는 농지, 신용

(credit), 생산권(production right) 등에 대한 접근성, 농촌 청년들의 교육 및

훈련 강화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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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유럽청년농업인협의회(European Council of Young

Farmers)가 조직되어 있으며 24개 국가의 34개 전국 조직이 참여하고 있음.
- 유럽청년농업인협의회는 EU의 200만 청년농업인을 대표함.

○ 프랑스에서는 매년 1만 명 정도가 신규로 농업에 정착을 하는데 50%인
5,000명 정도가 ‘청년농업인 체계’의 지원을 받고 정착함(40세 미만이며 교

육 및 훈련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 지원). 이 중에는 여성이거나 다른 직종에
서 오거나 부모의 가업을 잇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있음.

○ 청년들은 보통 28세 이상인 경우가 많고, 그동안 다른 일을 해왔었기 때문에
전문화 과정이 필요함. 따라서 이들은 전문가를 만나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지 등에 대해 상담을 받고, internship이나 training course를 거쳐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음.

○ 전문가가 더 필요한 내용에 대해 알려주면 관련된 스킬을 보충하도록 함.
즉, 이들이 정착하기 이전에 본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게 되면 잘 진
행될 수 있는지, 투자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해 상담을 받게 됨.

○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프로젝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8,000

～

35,000유로의 보조금이 지원됨(정착하는 첫해에 제공되는 지원금). 또한, 낮

은 금리로 융자금을 빌릴 수 있음.
- 융자금의 금리는 평야지역의 경우 2.5% 정도이며, 산악지대는 1% 정도임
(시중의 일반적인 은행금리는 5% 이상임).

○ 귀농하기 이전에 교육 및 멘토링 시스템 등을 통해 상담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귀농 5년 후에도 95% 이상이 계속 그 일을 하고 잘 정착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예를 들면, 숙련공 등)는 3년이 지나면 절반 이상이 문을
닫음. 따라서 상담 및 지원 시스템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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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사람들의 경제활동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퇴직하기 이전에(40

～50대)

다른 직업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3. 영국의 귀농·귀촌 동향과 정책
3.1. 영국의 귀농·귀촌 동향

○ 영국의 도시 농촌 구분
·

- 영국 정부는 인구가 1만 명 이상인 집단화된 주거지역을 도시, 그 이하

지역은 농촌으로 구분함. 즉, 도시로 정의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농촌으
로 봄.
- 4가지 정주 공간 형태로도 구분함: 도시, 농촌 소도읍(rural town and
fringe), 농촌 마을(rural village), 과소화지역의 소규모 취락(rural hamlets
those in a sparse setting)
- District 수준을 이용하여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기도 함:

①

중심도시

(major urban)는 인구 75만 명인 지역 안에 10만 명 또는 인구의 50%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district,

②

대도시(large urban)는 인구가 25만～75

만 명 사이인 지역 안에서 5만 명 또는 인구의 50%가 도시지역에 거주하
는 district,

③

기타 도시(other urban)는 인구의 3만 7,000명 이하 또는

26% 이하가 농촌정착지(rural settlements)와 마켓타운(market town)에 거

주하는 district,

④

대체로 농촌지역(significant rural)은 인구의 3만 7,000

명 이상 또는 26% 이상이 농촌정착지와 마켓타운에 거주하는 district,

⑤

농촌-50(rural-50)은 인구의 50～80%가 농촌정착지 또는 마켓타운에 거주
하는 district,

⑥

농촌-80(rural-80)은 인구의 80% 이상이 농촌정착지 또는

마켓타운에 거주하는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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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농촌인구 추이
- 2011년 기준 잉글랜드의 총인구는 5,300만 명이고, 농촌지역에는 930만

명(17.6%)이 거주함<표 2-1>.
- 4가지 정주 공간 형태별 거주인구 비율은 도시가 82.5%, 농촌 소도읍
(rural town and fringe)이 8.8%, 농촌 마을(rural village)이 5.5%, 과소화지

역의 소규모 취락(rural hamlets those in a sparse setting)이 3.3%임.
- 평균나이(median age)는 농촌인구가 45세로 도시인구(37세)보다 더 많음.
- 농촌의 인구가 도시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농촌정주 공간 중에서 밀집주거지역이 분산주거지역보다 빠르게 성장하

고 있음.
- 2011년의 경우 농촌-50(rural-50)지역은 22,900명의 순 인구 유입이 있었

고, 농촌-80(rural-80)지역은 23,000명의 순 인구 유입이 있었음. 이와 대조
적으로 중심도시(major urban)지역은 65,000명의 인구가 감소했음.
- 해안가와 같은 오지지역은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많음.
- 농촌지역의 평균나이가 도시지역보다 고령화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촌의

젊은 인력은 도시로 유출이 많은 데 반해서 도시에서 농촌으로 유입되는
인구는 중장년층이 많기 때문임.
- 2000년대 초반에 구 동구권 국가들이 유럽연합(EU)에 편입됨에 따라 일

자리를 찾아서 많은 젊은 동구권 인력들이 영국 농촌으로 유입됨.
- 그리고 영국의 농촌에는 통근자, 퇴직자, 별장 소유자 등의 이주로 인해서

지난 10여 년 동안에 약 80만 명 이상이 증가하였음.
- 농촌 이주 수요가 증가하여 농촌의 평균 주택가격이 도시보다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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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영국의 지역구분 및 지역유형별 인구 현황
구 분
주요 집합도시(urban major conurbation)

인구 수(명)

비중(%)

18,783,700

35.4

1,906,100

3.6

소도시(urban city and town)

22,978,800

43.3

전체 도시(all urban)

43,668,600

82.4

농촌 소도읍(rural town and fringe)

4,657,000

8.8

농촌 마을(rural village)

2,930,500

5.5

과소화 분산 취락(rural hamlet those in a sparse setting)

1,756,400

3.3

전체 농촌(all rural)

9,343,900

17.6

영국(England) 전체

53,012,500

100.0

소규모 집합도시(urban minor conurbation)

자료 : DEFRA(2014).

3.2. 영국의 귀농·귀촌 정책

○ Fresh Start
- 영국의 Fresh Start는 새로 농업을 시작하거나 가족사업을 발전시키려고

할 때 지원과 보조의 부족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는
‘Curry Report(2002)’에 근거를 두고 있음.
- Fresh Start Academy를 통해서 농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농업 및 농촌부문

에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제공함. 농업
관련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함.
- Fresh Start Academy는 주로 저녁시간에 회계사, 은행원 등 다양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시리즈로 개최함. 사례발표 등도 하고 참여자들에 대한
멘토링 서비스도 제공함.
- 2006년 이래로 Fresh Start Academy에 참여한 총 교육생 수는 500명임.
- 최근에 전문가 대상 아카데미(Specialist Academy)가 새로 도입됨.
- 현재 총 12개의 지역 아카데미(5개는 일반, 7개는 전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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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sh Start는 단지 청년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현재 참여자들

의 평균연령은 22～35세 정도임.
- Fresh Start의 공식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훈련·연수 서비스로는

①

산업

기술(초·중급 IT, 경영, 고객서비스, 온라인 마케팅, 비즈니스를 위한 웹사
이트 개발),

②

기능적 기술(수학, 영어, ICT),

③

고용기술(고용지원 및 작

업장 기술, 이력서 작성, 자기 소개서, 면접 준비, 지원서 작성 등),
적 개발(생활기술, 금전관리, 신뢰감 및 자존감 정립),
용자를 위한 영어 교육),

⑥

⑤

④

인

ESOL(외국어 사

비즈니스 계획(창업 및 발전),

⑦

실전 연수

(지역의 고용주들과 함께) 등이 있음.

○ 청년농업인클럽연맹(The National Federation of Young Farmers’ Clubs)에서
는 청소년(10～26세)을 위한 교육, 훈련, 사회 활동 등을 제공함.

○ 토지

및 환경산업을 위한 기술위원회에서는 직업 훈련 및 경력 관리

(Apprenticeship Training)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함.

○ 경사지 농장 승계 지원(Hill Farm Succession Scheme)
- 청년들에게 산간지방의 경사지 농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제공
- 현장의 농업인으로부터 지역에서 사회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한 농법을 전

수받음.
- 훈련생들은 자신의 사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6개월 동안 지원을 받음.
- 컴브리아(Cumbria)주의 사례

•고지대 농업(upland farming)은 컴브리아 축산업에서의 핵심임.
•극심한 동절기 추위, 지역적 고립, 낮은 소득 등으로 인해서 축산업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많음. 2012년에 6,000명 정도가 이농을 했음.

•경사지 농장 승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의 미래 농업인을 훈련
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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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armer Network’라는 비영리조직이 ‘Prince’s Countryside Fund’의
지원을 받아서 2011년부터 경사지 농장 승계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함.

•주요 경사지 영농 기술: 트랙터 운전, 트랙터 적재, 트레일러 조작, 양털
깎기, 울타리 설치, 벽 쌓기, 화학약품 다루기, 개 다루기, 자영업을 위한
비즈니스 기술 등

•훈련생들은 농가에서 연수를 받은 후 ‘Level 2 Diploma’와 경사지 영농
기술과 관련한 다양한 인증서를 받음.

○ 빈집 재이용 촉진
- 1992년에 전국적인 주택캠페인단체가 빈집청(Empty Home Agency: EHA)

을 운영하면서, 영국의 환경교통지역부와 농수산식품부가 농촌 빈집을 활
용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함.
- 10년 이상 비어 있는 주택을 개·보수하여 매도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면

제함.
- 지방자치단체들은 방치된 빈집을 개·보수하여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빈

집 개·보수 보조금 제도’를 실시함. 건축 후 10년 이상 경과하고 비어 있
는 기간이 18개월 이상인 주택을 대상으로 함.
- 빈집 정비와 점유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감면 재량권을 지방정부에 부여

함.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원하여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와 점유활용
을 지원 장려함.
- 빈집으로 인한 안전, 환경, 미관 등에 있어서 공익을 침해하는 영향이 나

타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지방정부의 단기적인 조치명령, 과징금
부과, 직접개입에 의한 임시 정비 등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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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의 귀농·귀촌 동향과 정책
4.1. 일본의 귀농·귀촌 동향

○ 일본 농촌인구의 변화 추이
- 2010년 10월을 기준으로 일본 인구는 1억 2,805만 7,000명
- 전 인구에서 차지하는 인구집중지역(DIDs: 인구밀도가 4,000명/㎢ 이상의
‘국세조사기본단위구’ 등이 시정촌 내에서 서로 인접해서 그러한 인접한

인구가 5,000명 이상을 가지는 지구)의 비율은 1970년의 54%(5,600만 명)
에서 2010년 67%(8,600만 명)까지 증가했음.
- 지방에서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의 대도시권으로 인구 유출은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에 어느 정도 진정되다가 1990년대 버블경제의 붕괴가 발
생한 다음에 다시 농어촌인구의 도시유출이 지속되고 있음(성주인 외
2012).
-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인구집중지역(DIDs) 이외 지역’의 비율은 1970

년 46%(4,900만 명)에서 2010년 33%(4,200만 명)까지 감소함.

○ 단카이(

團塊)세대(1945년～1947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세대로 약 680만

명으로 추정) 중심으로 귀농·귀촌 열풍이 불고 있음.
- 2000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연간 6만 명 정도가 귀농·귀촌한 것으로 나타

남.
- 단카이(團塊)세대는 2007년부터 정년퇴직 시기를 맞이하고 있음.

○ 일본은 농촌의 인구감소 고령화 추세와 도시민의 귀농 귀촌 추이가 공존하
·

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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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일본의 귀농·귀촌 정책
4.2.1.

중앙단위의 귀농·귀촌 정책

○ 신규취농종합지원사업
-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2012년 4월부터 시행
- 45세 이하 청년 취농자에게 준비기간(2년)과 독립기간(5년), 총 7년 동안

급여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함.
- ‘청년취농급부금’이라고 지칭함.
- 취농 예정인 45세 미만을 대상으로 농업대학 등 농업경영인 육성기관이나

선진농가, 농업법인에서 1년 이상 연수를 받을 경우 연간 150만 엔을 최
장 2년간 지원함.
- 45세 미만을 대상으로 독립영농을 실시하는 농가에게 연간 150만 엔을 최

장 5년간 지원함(경영개시형). 부모로부터 경영을 승계하거나 부모영농의
일부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함. 농지를 친척으로부터
임대받아도 지원대상이 되나 5년 이내에 본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지원받은 금액을 전액 상환해야 함.
- 지급액은 연간 150만 엔(약 2,100만 원)
- 부부가 같이 취농할 경우에는 부부를 합하여 1.5인분의 지원금을 받음.
- 급여를 받은 기간의 1.5배(최소 2년) 기간 동안 독립·자영농으로 농업에

종사해야 함.
- 연 소득이 250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신규취농 계획 인증제도
- 중앙정부의 취농 계획과 도도부현의 취농촉진 방침에 맞게 신규취농 계획

을 수립하여 인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임.
- 인증 대상자: 지역 내에서 취농하려고 하는 15세 이상 65세 미만으로서

취농하거나 농업법인에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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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농 계획의 작성: 장래의 영농 목표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수, 어

떠한 자금이 필요한가? 등에 대한 계획을 작성함.
- ‘취농인증자’의 이점: 취농지원자금의 무이자 대부, 농지 알선, 관계 기관

의 체계적인 지도 등

○ 농업기술 습득 지원
- 전국에 취농 준비교가 개설되어 있어 신규취농 희망자가 농업 이외의 직

장에 근무하면서도 농업에 대한 초보적인 기술 습득 및 체험이 가능함.
- 전문적인 농업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학교로는 도도부현립의 농업대학과

민간 농업인육성기관이 있음.
- 농업법인 또는 개인 농가를 통해서도 취농 체험과 연수 등이 가능함.

○ 농지확보의 지원
- 신규 취농인들이 안심하고 농지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지보

유합리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농지보유합리화 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적 법인(농업공사)

이 농지의 매매, 임차를 중개하는 사업임.
- 농지의 구입·임차와 함께 농업용 기계, 농업용 시설을 임차할 수 있음.
- 계약에 따른 수속비, 세제, 금융 등의 측면에서 혜택도 제공함.

○ 제도자금 지원
- 국가 및 지자체에서는 농업근대화 자금 및 법률, 규칙, 조례 등에 근거하

여 장기저리로 자금을 대출해 줌으로써 신규 취농자들의 농업경영을 지
원함.
- 제도자금은 일반자금에 비해서 금리가 낮고 장기간에 상환할 수 있음.

○ 인재매칭지원사업
- 인재 육성을 위한 코디네이터 기관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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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에서 원하는 인재를 도시지역에서 모집하여 적성, 기술 등을 분석한

후에 필요에 따라 기술 향상 등을 통해서 인재를 육성함.

○ 농촌 인재 파견사업
- 코디네이터 기관의 중개로 농촌이 연수생을 받아 현장연수를 실시하여 인

재를 육성함.

○ 농업 재도전 지원사업
- 취농을 희망하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정보제공, 상담, 체험연수, 참가 준비,

정착 등의 단계별로 지원을 함.

○ 농(

農)의

고용사업

- 농업법인 취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농업법인 취업 현장연수, 취업 상담활

동 등을 실시함.
- 2008년부터 농의 고용사업을 통해 농업법인의 신규 취농자가 받는 연수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매월 9만 7,000엔씩 최장 12개월을 지원함.

○ 전국농업회의소의 전국신규취농상담센터 운영
- 지자체 농업회의소들이 연합한 전국농업회의소에서 일본의 귀농·귀촌사

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전국신규취농상담센터에서는 취농을 3가지 유형(농업법인으로 취직하고

자 하는 사람, 법인취직 및 공적 연수를 거쳐 독립취농을 하고자 하는 사
람, 독립취농을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나누어 대응방안을 마련함.

○ 우량전원주택제도
- 농촌 유입 도시민들의 전원주거공간 조성을 위한 제도임.
- 우량전원주택은 농산촌지역, 도시 근교, 기타 양호한 자연환경을 형성하

고 있는 지역에 소재하는 단독주택을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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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량전원주택의 기본 요건: 부지면적은 300㎡ 이상이고, 건폐율은 30%

이하, 용적률은 50% 이하, 높이는 3층 이하
- 우량전원주택은 4가지 유형(자연유주형, 풍요로운 퇴직 라이프형, 전원통

근형, U·I·J턴형)으로 구분함.

•자연유주형(

自然遊住型):

자연환경이 뛰어난 마을에서 자연과 동화되어

생활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위한 주택 유형으로서, 주요 입지는 기존의
농산촌 취락이 적고 한적한 곳임.

•풍요로운 퇴직 라이프형: 퇴직 후의 노후생활을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보내기를 원하는 사람을 위한 주택 유형으로서, 주요 입지는 도시 근교
의 취락지역임.

•전원통근형: 전원지역에서 도시의 직장으로 통근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위한 주택 유형으로서, 주요 입지는 고속철도역이나 고속도로 IC 등에
가까워 교통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곳임.

•U I J턴형: 도시에서 농촌으로 U I J턴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택 유
· ·

· ·

형으로, 주요 입지는 기존 농촌산촌 취락 내임.
- 우량전원주택제도에는 토지이용, 세제, 금융상의 다양한 우대조치를 포함

하고 있음.

○ 도시와 농촌의 공생을 위한 종합대책 교부금제도
- 농림수산성에서 2013년 5월에 시설한 사업임.
- 사업의 목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300개 지역에 대해 도시와 농

촌의 공생 및 교류를 통해 소득과 고용을 창출하는 것임.
- 주요 사업으로는

비 대책,

④

①

취락 연계 추진 대책,

②

인력 활용 대책,

③

시설 정

광역 네트워크 추진 대책이 있음.

•취락 연계 추진 대책: 중산간지역과 평야 농업지역을 중심으로 취락 연
합체를 조직하여 농어촌이 가진 풍부한 자연자원과 먹을거리를 관광,
교육, 건강 등에 지역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임.

•인력 활용 대책: 농어촌이 가진 풍부한 자연자원과 먹을거리를 관광,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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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건강 등에 활용하는 지역 활동 추진을 위해 지역 외부 인재와 의욕
있는 도시의 젊은이를 정기적으로 참여시키는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임.

•시설 정비 대책: 농어촌이 가진 풍부한 자연자원과 먹을거리를 관광, 교

육, 건강 등에 활용하는 지역 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빈집, 폐교 등의 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임.

•광역 네트워크 추진 대책: 도시와 농어촌의 공생, 교류를 광역적으로 추
진하기 위해 전국 및 지방 단위에서 사람과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계부처와 연계하여 도시와 농어촌의 요구 조정, 상담자 파견, 정보의
발신 및 수신 등의 활동을 지원함.

○ 빈집재생추진사업
- 빈집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2014년 11월에 국회에서 통과

되었음.
- 빈집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은 빈집 방치로 인해 범죄, 방화, 벌

레의 대량발생, 붕괴 등의 위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빈집 소유자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여 관리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지방자
치단체(시·정·촌)가 빈집 부지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특히 위
험한 주택 소유자에게 수리 및 철거를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빈집재생추진사업으로는

책,

4.2.2.

③

①

활용가능 빈집 대책,

빈집 발생 억제대책,
④

②

빈집의 적정관리대

노후위험 빈집 대책 등이 있음.

지방단위의 귀농·귀촌 정책

○ 효고현(

兵庫縣)의

다자연(多自然)거주사업

- ‘다자연(多自然)거주’란 지방의 중소도시 또는 농산어촌지역 내에서도 특

히 자연환경이 좋은 지역에서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체재
하거나 정주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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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부터 다자연거주사업을 구상하고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1개

소를 선정하여 총 3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함.
- 2005년부터 다자연거주교류 거점정비지원사업을 실시하여 매년 1개소씩
2010년까지 총 6개소를 조성함.
- 사업 추진 주체 지원 프로그램으로 2006년부터 다자연거주 광역활동단체 조성

사업을 실시함. 관련 단체에는 광역적 활동비용으로 최대 50만 엔을 지원함.
- 2007년에는 ‘다자연거주지원협회’를 구성하였는데 효고현청과 현 내 10

개 지자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6개 비영리단체가 준회원으로 참여함.
- 효고현에서는 도시민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생활양식을 반영하여 정주 유

형별로 차별화된 지원책을 마련하였음.
- 효고현에서 구분한 정주 형태는 3가지(2지역 거주형, 정주형, 영주형)임.

•2지역 거주형: 주말 체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5도 2촌과
유사함.

•정주형: 도시통근형, 재택근무 SOHO형, 은퇴 연금생활형, 고향취업형 등
•영주( )형: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기존 마을 내에 영주함.
·

·

永住

○ 효고현(

兵庫縣)의

낙농(樂農)생활센터

- 낙농생활센터는 고베시 서구의 도시 근교에 위치함.
- 소비자들에게 농업을 바로 알리기 위해서 2005년에 설립함.
- 낙농생활센터는 도시민에게 농업을 체험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는 거점시설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주된 목적임.
- 또한 낙농생활센터는 농업활동에 실제로 참여하려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교육시설로 활용하는 목적도 있음.
- 지산지소(地産地消) 개념의 레스토랑 운영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

물을 도시민에게 제공하고 지역 먹을거리의 중요함을 인식하도록 유도함.
- 낙농생활센터는 도농교류시설, 각종 농업·농촌 체험시설과 농장, 과수원,

가공시설, 레스토랑, 직판장, 농업연수시설 등이 복합되어 있는 거점시설
이며 넓이는 약 14ha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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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농교류시설로는 농기구 전시장, 가공시설동, 레스토랑(로컬푸드 레스토

랑이고, ‘칸데칸데’라고 지칭함), 농산물 직매소가 있음.
- 농업·농촌 체험시설로는 간벌 체험장, 과수원, 버섯재배사, 기초 농업체험

장, 가족 농업체험장(수도작), 가공 체험장, 채소재배 체험장, 화훼재배 체
험 온실이 있음.
- 교육시설로는 신규귀농자 연수장과 학교관리동이 있음.
- 주요 체험시설은 장애인도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적용하였음.
- 낙농생활센터의 제반 시설 조성은 효고현에서 담당하였으며, 체험시설물 등

의 전반적인 유지·관리는 효고현에서 설립한 ‘효고녹색공사’가 맡고 있음.

○ 야마나시현 호쿠토시의 노인농업공동체
- 도시의 은퇴한 노인들을 농촌으로 불러들여 농촌재생의 주역으로 재탄생

시키고 있음.
- 노령의 호쿠토시 농민과 도시 은퇴자들이 노인농업공동체를 조직하여 농

촌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림.
- 노령의 호쿠토시 농민과 도시 은퇴자들이 힘을 합쳐 설립한 호쿠토시 체

험농원은 도쿄 등 인근 대도시 주민들을 농촌으로 불러들이고 있음.
- 65세 이상의 도시 은퇴자들을 농업인으로 재교육시켜 지역에 정착을 시켰음.
- 도쿄 등 대도시에서 귀농한 노인들이 기존의 농민 팀에 합류하는 방식으

로 인원을 충원하여 지역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 노인농업공동체는 비영리기구 형태로 존재하며, 현재 호쿠토시에는 32개

노인농업공동체가 있음.
- 노인농업공동체는 최소 7명에서 최대 18명으로 구성되며, 경작면적은 최

소 5ha에서 최대 30ha임.
- 노인농업공동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연령이 65세 이상이고, 1년간 시에

서 주관하는 농민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하며, 이후 농업이론을 배운 귀농
인들은 3년간 수습농민으로 활동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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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 회귀 페어(박람회) 및 고향생활정보센터 운영
- NPO 법인 ‘고향 회귀 지원센터’에서 주관함.
- 고향 회귀 지원센터에서는 지역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정보

를 제공하고 각종 편의를 지원함.
- 2014년에 10회 고향 회귀 페어를 도쿄와 오사카에서 실시함.
- 고향생활 상담 코너를 운영함.
- 고향시장을 운영하여 지역의 특산품을 판매함.
- 도쿄 등에 ‘농촌고향생활정보센터’ 등을 설치하여 귀농이나 귀촌을 원하

는 사람들에게 상담서비스와 홍보자료를 제공함.

○ 홋카이도의 농업후계자육성센터
- 홋카이도는 자체적인 농업후계자육성센터를 통해 신규취농 희망자, 농업

체험 실습 희망자들의 귀농·귀촌을 지원하고 있음.
- 농업후계자육성센터의 주요 사업으로는

대부,

③

연수교육체계의 정비,

④

①

취농 상담,

②

취농지원자금

취농 촉진의 계발 및 홍보,

계자의 배우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그린파트너 대책,
자 육성센터, 관계 기관, 단체와의 연계 강화,

⑦

⑥

⑤

농업 후

지역 농업후계

농업경영승계사업,

⑧

농

촌청년해외파견 등이 있음.

○ 지자체의 임대주택사업
- 농촌 지자체인 정(町)과 촌(村)에서 공급하는 정영주택(町營柱宅) 및 촌영

주택(村營柱宅)이 다수 있음.
- 1990년대 이후에는 저소득층 지원 목적의 임대주택 공급은 줄고 고령자

나 귀농·귀촌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우량임대주택 조성은 늘었음.
- 지자체의 공영주택 조성 시에는 공사비의 1/2에 해당하는 국비가 지원되

고 나머지 1/2의 공사비는 지방채로 충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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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국의 귀농·귀촌 동향과 정책
5.1. 미국의 귀농·귀촌 동향

○ 미국의 귀농 귀촌 추이
·

- 20세기에 들어와 미국농촌은 인구의 도시 유출과 자연 감소로 인해서 인

구 감소가 지속되었음.
-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추세가 바뀌기 시작하여 일부

농촌지역은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데 반해 일부 지역은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음.
- 1970년대에 처음으로 유입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농촌의 인구 성장 속도

가 도시의 인구 성장 속도를 추월하였음.
- 1980년대에는 불황과 경제의 재구조화(농산업의 급격한 변화를 포함) 등

의 와중에서 농촌인구의 증가 경향이 약해졌음.
- 1990년대 들어와서 경기번영 등으로 인해서 농촌인구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함. 도시보다 덜 붐비는 목가적인 생활을 위해서 귀농·귀촌하는 직장
은퇴자, 전원생활 선호자 등이 농촌으로 들어옴.
- 2000년에 들어와서는 경기의 대불황(great recession)으로 인해서 농촌인

구의 성장률이 다시 약해졌음. 2000년～2010년까지의 농촌인구의 성장률
은 1990년대의 절반 수준인 4.5%에 불과했음.

○ 미국의 농촌인구
- 농촌지역(non-metropolitan counties)에 살고 있는 인구(2013년)는 4,620만

명(미국 전체 인구의 약 15%)
- 농촌지역은 미국 전체 면적의 72%을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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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 귀촌의 지역적 특성
·

- 자연경관이 좋거나 기후가 온화한 지역은 은퇴자나 휴양을 즐기는 사람들

에게 인기가 있음.
- 농업이나 광업이 주된 산업인 농촌지역은 인구 성장이 정체되거나 감소

함. 농업 의존적인 지역은 대평원(great plains)에 몰려 있으며, 광업 의존
적인 지역은 서부지역에 산재되어 있고 애팔래치아(Appalachia) 농촌지역
에 몰려 있음.
- 1990년대 이래로 가장 인구가 많이 증가한 지역은 농촌지역에 소재한 소

도시(small cities)임.
-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자들은 온화한 기후, 멋진 자연 경관, 높은 삶의 질을

찾아서 농촌으로 귀농·귀촌하는 경향이 있음.
- 농촌인구의 증가는 서부 산맥지역, 북서부 해안지역, 오대호 상류지역, 남

부 산악지역, 플로리다와 텍사스의 동부지역 등임.
- 대도시 근교 농촌지역은 도시의 노동시장이나 다양한 사회서비스 등으로

인해서 원거리 농촌지역보다 귀촌지역으로 선호됨.

○ 귀농 귀촌의 인종적 특성
·

- 전통적으로 미국 농촌은 백인이 가장 많았음.
- 1990년대 이래로 미국 농촌은 인종의 다양성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음.
- 농촌에서 히스패닉(Hispanic)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백인이나

흑인 인구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음.
- 2000년대에 미국 농촌에 유입된 인구(100만 명) 중에서 히스패닉과 같은

소수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83%에 달함.
- 농촌지역에 이민자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중서부지방의 농촌지역,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주 등에 집중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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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 귀촌이 농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

- 인구학적인 영향:

①

10대 후반에서 20대의 경우에는 농촌으로의 유입인

구보다 도시로의 유출인구가 더 많음.

②

30대에서 50대의 경우에는 농촌

으로의 유입인구가 도시로의 유출인구보다 더 많거나 도시로의 유출 속도
가 약화되는 경향이 있음.
인구 증가,

④

- 경제적 영향:

인구유출지역의 인구 감소, 인구유입지역의

return migration은 20대 후반 및 30대에 집중됨.

①

를 활성화시킴.

③

귀농·귀촌은 여러 가지 방식(주택 구입 등)으로 지역경제

②

지역사회에서의 고용이 증가함.

③

일자리 확보에서 경

쟁이 심화됨,

④

주택가격을 인상시킴.

- 사회적 영향:

①

원주민과 귀농·귀촌인의 사회적 갈등이 발생함.

적 네트워크와 지역사회 신뢰체계를 구축함.

③

②

사회

사회적 자본을 형성함.

○ 농촌의 고급주택화(gentrification)
- 고급주택화는 일반적으로 도시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도시빈민가가 고급

주택지로 변하는 것을 설명함.
-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에는 지난 20여 년 동안에 농촌에서도 이러한 현상

을 경험하였음.
- Nelson 등(2010)에 의하면 전체 Non-metropolitan counties의 4.2% 지역에

서 고급주택화 현상이 나타남. 고급주택화 현상이 나타나는 주요 지역으
로는 와이오밍(Wyoming)의 Jackson Hole, 아이다호(Idaho)의 Sun Valley,
northeastern Oklahoma, northern Wisconsin, Texas’ hill country, southern
Appalachia 등임.

5.2. 미국의 귀농·귀촌 정책

○ 귀농인(초보농업인)을 위한 농업훈련 지원 프로그램(Start2Farm)
- 미국 농무부(USDA) 산하 국립식량농업연구소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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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인(초보농업인) 연합회를 조직하여 선배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함으

로써 배움의 기회를 제공함.
- 보조금(Farmer and Rancher Competitive Grant) 혜택도 있음.
- 웹사이트: www.Start2Farm.gov

○ 신규 농업인과 목장주를 위한 능력개발 프로그램(The Beginning Farmers
and Rancher Development Program: BFRDP)
- 자금 교육, 현장실습, 봉사활동, 기술지원 제공 등
- 신규 농업인과 목장주를 위한 융자 지원(The Beginning Farmers and
Ranchers Loans): 10년 이하 경력자를 대상으로 함.

○ 농촌청소년을 위한 융자금 지원(Rural Youth Loans)
- 미국 농무부(USDA)의 Farm Service Agency에서 10～20세 사이의 청소

년들에게 최대 5,000달러의 융자금을 지원함.
- 인구 50,000명 이하의 도시나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4-H와 같은 농업인조

직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함.
- 융자금은

①

가축이나 종자, 농기계 등의 구입,

의 구입, 임차, 수리,

③

②

농업 관련 기구나 장비

프로젝트 운영 등에만 사용되어야 함.

- 융자금의 금리는 고정금리임.
- 융자금의 상환 일정은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달라짐. 예를 들면, 해당

프로젝트가 가축이나 농작물을 기르는 것일 경우에는 가축이나 농산물을
판매할 때 융자금을 상환해야 함.

○ 농업법과 보조금(Farm Bill Programs and Grants)
- 신규 농업인과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 농업인을 위한 저금리융자 프로그램
- 농촌지역 소규모 사업체 또는 신규 사업체 개발을 위한 재정지원 프로그

램(Rural Business Enterprise Grants): 원격교육 네트워크나 재교육 프로그
램과 관련된 고용 지원 프로그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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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부의 도시 은퇴자 유치 정책
- 광고 및 홍보 활동:

①

전국 일간지 및 잡지, 방송 등에 광고를 게재하거

나, 홍보물을 제작하여 방문자·여행자 안내센터 등에 배포함.

②

광고 및

홍보물을 보고 추가정보를 요청하거나 관심을 표명한 잠재적 은퇴이주자
를 대상으로 개별지역이 밀착형 유치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함.

③

지역으로의 은퇴이주에 관한 홍보 매거진을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배포함.
④

지역에 연고를 가진 출향 은퇴자의 유치를 위해 홍보활동을 함.

⑤

미

시시피주, 텍사스주 등에서는 평가과정을 거쳐 커뮤니티를 은퇴자가 거주
하기에 적합하다고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프로그램(certified retirement
community program)을 실시하여 해당 커뮤니티를 홍보하고, 은퇴자 유치

활동을 지원함.
- 기술적 지원:

제공함.

②

①

은퇴자 유치에 관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개별 지자체에

은퇴자 유치에 관한 정보·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콘퍼런스를

개최함.
- 은퇴자 유치를 위한 부동산 개발:

①

주정부가 협약이나 인센티브 등을

활용하여 민간 개발업체의 은퇴자 주거단지 개발 및 마케팅 활동을 장려
함.

②

주정부가 은퇴자 유치를 위해 부동산 개발에 직접 투자함.

- 관광 진흥을 통한 은퇴자 유치: 관광 진흥을 통해 잠재적 은퇴이주자를

관광객으로 유치함. 관광 진흥을 통한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는 은퇴자 유
치의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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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1.1. 조사 개요

○ 이 조사의 주요 목적은

①

유럽연합(EU),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의 귀농·

귀촌 동향과 정책을 조사·정리하고,

②

이러한 외국 사례들이 우리나라의 귀

농·귀촌 관련 정책에 함의하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임.

○ 조사방법은 문헌연구와 해외출장 조사를 적용함.
- 유럽연합(EU),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의 귀농·귀촌 동향과 정책 관련 문

헌을 조사하여 정리함.
- 해외출장 조사는 벨기에(EU, 브뤼셀), 프랑스(파리)에 출장을 가서 유럽연

합(EU), 프랑스, 영국 등의 귀농·귀촌 동향과 정책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
를 수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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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유럽연합(EU)의 귀농·귀촌 동향과 정책
1.2.1.

유럽연합(EU)의 귀농· 귀촌 동향

○ 유럽연합(EU)의 귀농 귀촌 추이
·

- 1970년대에 서부 유럽에서 귀농·귀촌이 시작됨.
- 1980년대에는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EU의 귀농·귀촌 현상도 위축됨.
- 1990년대 초반부터 농촌의 가치 재발견 등으로 다시 귀농·귀촌이 증가하

기 시작함.
- 동유럽은 서유럽에 비해서 이러한 추세가 뒤떨어짐.

○ 귀농 귀촌인의 농촌으로 이주 동기는 경제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오락, 자
·

연, 쾌적성, 자녀교육, 문화, 지역사회 소속감과 같은 정서적, 비경제적 가치
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

1.2.2.

유럽연합(EU)의 귀농· 귀촌 정책

○ 농촌개발을 위한 EU농업기금(EAFRD)
- 2014년 기준 140억 유로

○ 청년농업인 직접지불금
- 2014～2020년 기간 동안에 시행될 공동농업정책에서 18세～40세 미만 젊

은 신규 취농인에게 직접지불금을 제공할 예정임.
- 신규 농업인들이 기존의 직접지불금의 수혜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개선하

기 위하여 이 제도를 도입함.
- 2015년부터 40세 미만으로 농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시작한 지 5년 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최대 5년간 ‘청년농업인 직접지불금’을 지급함.

43
- 국가별로 배정된 직접지불금 총액의 2%까지 지불할 수 있음.

○ 교육 및 훈련 바우처
- 생산, 식품위생교육, 마케팅 교육 등을 포함한 자문서비스에 사용되며, 해

외훈련도 할 수 있음.

○ 직업 훈련 및 관련 정보 제공
- 농업인들에게 직업 훈련을 제공하고 과학지식이나 혁신적인 농법 등에 관

한 정보를 제공함.

○ 프로젝트 수행 관련 멘토링 서비스, 행정 편의 지원
- 농업 및 농촌개발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나 농업인 등으로

부터 적절한 조언을 받을 수 있게 함.
-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가급적 단순화시켜서 제공

○ 청년농업인의 창업 지원
- 2007～2012년 기간 동안에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의 창업 지원에 36억
5,000유로가 투입됨.

○ 조기은퇴제도
- 젊은 농업인 또는 신규 취농자들에게 은퇴 예정 농업인의 농장을 인수하

거나 토지를 양도하는 것을 지원함.
- 2007～2012년 기간 동안에 조기은퇴제도를 이용한 농업인 및 농업 노동

자 수(EU 전체)는 28,007명임. EU 회원국 중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조기
은퇴제도가 폐지되거나 약화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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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프랑스의 귀농·귀촌 동향과 정책
1.3.1.

프랑스의 귀농·귀촌 동향

○ 역도시화(counter-urbanization) 및 귀농 귀촌 추이
·

- 1970년대: 귀농·귀촌의 소규모 경향이 있었음. 이때는 귀농과 관련하여 별

다른 공공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없었음.
- 1980년대: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역도시화 현상이 완화됨. 농업 관련 학위

를 받은 청년들이 농촌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으며, 이와 관련한 EU의 공공
지원이 시작됨.
- 1990년대 말～현재: 1990년대부터 중소도시가 발달한 레지옹(우리나라의

도에 해당함)을 중심으로 농촌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함. 도시를 떠나는 가
장 중요한 원인은 주택가격과 생활비 부담 때문으로 나타남. 일부 사람들
은 삶의 질 향상과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농촌으로 이주하기도 함. 그리하
여 농촌지역의 하부구조 개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음.

1.3.2.

프랑스의 귀농·귀촌 정책

○ 청년농업인 육성체계
- 2년 이상의 교육 및 훈련을 요건으로 함.

○ 귀농정보센터 운영
- 각 도별로 귀농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함.
- 귀농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

○ 정부의 귀농 지원금
- 귀농 지원금은 프랑스 정부와 유럽연합에서 1/2씩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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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 이후 5년 동안의 지원
- 사회보장 부담금을 단계적으로(65%～15%) 공제받음.
- 실제 과세 이익의 50%를 공제함.
- 농촌의 부동산 매입 시에 내는 지방세의 일종인 토지공시세를 감면함.
- 비건축 분할토지에 대한 토지세의 50%를 감면함.

○ 조기은퇴제도
- 비용이 많이 들고, 인구 고령화 추세와 맞지 않아서 점차 축소되다가 5년

전에 폐지됨.

○ 피고용자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 2년간의 훈련을 받은 후에 농촌지역의 비농업 또는 농업부문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청년농업인 직접지불금(Young Farmers Direct Payment)은 정착한지 5년 미
만이고 연령이 40세 미만인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ha당 70유로, 그리고 최
대 34ha를 지원함(따라서 최대 2,380유로).

○ 프랑스 농업경영자총연맹(FNSEA)에서 인식하는 귀농 귀촌이 농촌지역사회
·

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 인구 증가
- 교육 여건 및 기회 호전
- 사회활동 증가
- 직업, 일 증가
- 세수 확대
-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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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농업경영자총연맹(FNSEA)에서 인식하는 귀농 귀촌이 농촌지역사회
·

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 지역사회의 분위기나 인심이 나빠짐.
- 지역사회주민 간의 사회적 갈등 증가
- 일부 지역(특히, 산업개발 등이 집중되는 지역)의 집값 및 토지 가격 상승
- 농지 감소 지속
- 지역개발의 증가로 인해서 소음 발생, 수질 오염 등의 환경문제 발생

○ 프랑스 청년농업인 조직
- 1957년에 설립됨.
- 35세 미만 청년농업인으로 구성되며 전국의 회원 수는 약 50,000명
- 청년농업인의 이해관계를 대변함.

○ 프랑스

청년농업인 조직의 주요 관심사는 농지, 신용(credit), 생산권

(production right) 등에 대한 접근성, 농촌 청년들의 교육 및 훈련 강화 등임.

1.4. 영국의 귀농·귀촌 동향과 정책
1.4.1.

영국의 귀농·귀촌 동향

○ 영국의 농촌인구 추이
- 2011년 기준 잉글랜드의 총인구는 5,300만 명이고, 농촌지역에는 930만

명(17.6%)이 거주함.
- 4가지 정주 공간 형태별 거주인구 비율은 도시가 82.5%, 농촌 소도읍
(rural town and fringe)이 8.8%, 농촌 마을(rural village)이 5.5%, 과소화지

역의 소규모 취락(rural hamlets those in a sparse setting)이 3.3%임.
- 2011년의 경우 농촌-50(rural-50)지역은 22,900명의 순 인구 유입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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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농촌-80(rural-80)지역은 23,000명의 순 인구 유입이 있었음. 이와 대조
적으로 중심도시(major urban)지역은 65,000명의 인구가 감소했음.
- 해안가와 같은 오지지역은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많음.
- 2000년대 초반에 구 동구권 국가들이 유럽연합(EU)에 편입됨에 따라 일

자리를 찾아서 많은 젊은 동구권 인력들이 영국 농촌으로 유입됨.

1.4.2.

영국의 귀농·귀촌 정책

○ Fresh Start
- Fresh Start Academy를 통해서 농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농업 및 농촌부문

에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제공함. 농업
관련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함.
- Fresh Start Academy는 주로 저녁시간에 회계사, 은행원 등 다양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시리즈로 개최함. 사례발표 등도 하고 참여자들에 대한
멘토링 서비스도 제공함.
- 2006년 이래로 Fresh Start Academy에 참여한 총 교육생 수는 500명임.
- 최근에 전문가 대상 아카데미(Specialist Academy)가 새로 도입됨.
- 현재 총 12개의 지역 아카데미(5개는 일반, 7개는 전문)가 있음.

○ 청년농업인클럽연맹에서는 청소년(10

～26세)을

위한 교육, 훈련, 사회 활동

등을 제공함.

○ 토지 및 환경산업을 위한 기술위원회에서는 직업 훈련 및 경력 관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함.

○ 경사지 농장 승계 지원
- 청년들에게 산간지방의 경사지 농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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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 농업인으로부터 지역에서 사회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한 농법을 전

수받음.

○ 빈집 재이용 촉진
- 1992년에 전국적인 주택캠페인단체가 빈집청(EHA)을 운영하면서 영국의

환경교통지역부와 농수산식품부가 농촌 빈집을 활용하여 주택을 공급하
는 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함.
- 빈집으로 인한 안전, 환경, 미관 등에 있어서 공익을 침해하는 영향이 나

타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지방정부의 단기적인 조치명령, 과징금
부과, 직접개입에 의한 임시 정비 등이 가능함.

1.5. 일본의 귀농·귀촌 동향과 정책
1.5.1.

일본의 귀농·귀촌 동향

○ 일본 농촌인구의 변화 추이
- 전 인구에서 차지하는 인구집중지역(DIDs)의 비율은 1970년의 54%(5,600

만 명)에서 2010년 67%(8,600만 명)까지 증가했음.
-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인구집중지역(DIDs) 이외 지역’의 비율은 1970

년 46%(4,900만 명)에서 2010년 33%(4,200만 명)까지 감소함.

○ 단카이(

團塊)세대

중심으로 귀농·귀촌 열풍이 불고 있음.

- 2000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연간 6만 명 정도가 귀농·귀촌함.
- 단카이(團塊)세대는 2007년부터 정년퇴직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음.

○ 일본은 농촌의 인구감소 고령화 추세와 도시민의 귀농 귀촌 추이가 공존하
·

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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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일본의 귀농·귀촌 정책

가. 중앙단위의 귀농·귀촌 정책
○ 신규취농종합지원사업
- 45세 이하 청년 취농자에게 준비기간(2년)과 독립기간(5년), 총 7년 동안

급여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함.
- 취농 예정인 45세 미만을 대상으로 농업대학 등 농업경영인 육성기관이나

선진농가, 농업법인에서 1년 이상 연수를 받을 경우 연간 150만 엔을 최
장 2년간 지원함.
- 45세 미만을 대상으로 독립영농을 실시하는 농가에게 연간 150만 엔을 최

장 5년간 지원함(경영개시형). 부모로부터 경영을 승계하거나 부모영농의
일부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함.

○ 신규취농 계획 인증제도
- 중앙정부의 취농계획과 도도부형의 취농촉진 방침에 맞게 신규취농 계획

을 수립하여 인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임.

○ 농업기술 습득 지원
- 전국에 취농 준비교가 개설되어 있어 신규 취농 희망자가 농업 이외의 직

장에 근무하면서도 농업에 대한 초보적인 기술 습득 및 체험이 가능함.

○ 농지확보의 지원
- 신규 취농인들이 안심하고 농지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지보

유합리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제도자금 지원
- 국가 및 지자체에서는 농업근대화 자금 및 법률, 규칙, 조례 등에 근거하

50

여 장기저리로 자금을 대출해 줌으로써 신규 취농자들의 농업경영을 지
원함.

○ 인재매칭지원사업
- 농촌에서 원하는 인재를 도시지역에서 모집하여 적성, 기술 등을 분석한

후에 필요에 따라 기술 향상 등을 통해서 인재를 육성함.

○ 농촌 인재 파견사업
- 코디네이터 기관의 중개로 농촌이 연수생을 받아 현장연수를 실시하여 인

재를 육성함.

○ 농업 재도전 지원사업
- 취농을 희망하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정보제공, 상담, 체험연수, 참가 준비,

정착 등의 단계별로 지원을 함

○ 농(

農)의

고용사업

- 농업법인 취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농업법인 취업 현장연수, 취업 상담활

동 등을 실시함.

○ 전국농업회의소의 전국신규취농상담센터 운영
- 전국신규취농상담센터에서는 취농을 3가지 유형(농업법인으로 취직하고

자 하는 사람, 법인취직 및 공적 연수를 거쳐 독립취농을 하고자 하는 사
람, 독립취농을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나누어 대응방안을 마련함.

○ 우량전원주택제도
- 농촌 유입 도시민들의 전원주거공간 조성을 위한 제도임.
- 우량전원주택은 4가지 유형(자연유주형, 풍요로운 퇴직 라이프형, 전원통

근형, U·I·J턴형)으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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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량전원주택제도에는 토지이용, 세제, 금융상의 다양한 우대조치를 포함

하고 있음.

○ 도시와 농촌의 공생을 위한 종합대책 교부금제도
- 농림수산성에서 2013년 5월에 시설한 사업임.
- 사업의 목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300개 지역에 대해 도시와 농

촌의 공생 및 교류를 통해 소득과 고용을 창출하는 것임.
- 주요 사업으로는

비 대책,

④

①

취락 연계 추진 대책,

②

인력 활용 대책,

③

시설 정

광역 네트워크 추진 대책이 있음.

○ 빈집재생추진사업
- 빈집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2014년 11월에 국회에서 통과

되었음.
- 빈집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은 빈집 방치로 인해 범죄, 방화,

벌레의 대량 발생, 붕괴 등의 위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제정되
었음.

나. 지방단위의 귀농·귀촌 정책
○ 효고현( )의 다자연( )거주사업
兵庫縣

多自然

- ‘다자연(多自然)거주’란 지방의 중소도시 또는 농산어촌지역 내에서도 특

히 자연환경이 좋은 지역에서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체재
하거나 정주하는 것을 의미함.
- 2005년부터 다자연거주교류 거점정비지원사업을 실시하여 매년 1개소씩
2010년까지 총 6개소를 조성함.
- 효고현에서는 도시민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생활양식을 반영하여 정주 유

형별로 차별화된 지원책을 마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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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고현(

兵庫縣)의

낙농생활센터

- 낙농생활센터는 도시민에게 농업을 체험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는 거점시설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주된 목적임.
- 낙농생활센터는 도농교류시설, 각종 농업·농촌 체험시설과 농장, 과수원,

가공시설, 레스토랑, 직판장, 농업연수시설 등이 복합되어 있는 거점시설
이며 넓이는 약 14ha임.

○ 야마나시현 호쿠토시의 노인농업공동체
- 도시의 은퇴한 노인들을 농촌으로 불러들여 농촌재생의 주역으로 재탄생시키고 있음.
- 노인농업공동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연령이 65세 이상이고, 1년간 시에

서 주관하는 농민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하며, 이후 농업이론을 배운 귀농
인들은 3년간 수습농민으로 활동해야 함.

○ 고향 회귀 페어(박람회) 및 고향생활정보센터 운영
- 2014년에 10회 고향 회귀 페어를 도쿄와 오사카에서 실시함.
- 고향생활 상담 코너 운영
- 도쿄 등에 ‘농촌고향생활정보센터’ 등을 설치하여 귀농이나 귀촌을 원하

는 사람들에게 상담서비스와 홍보자료를 제공함.

○ 홋카이도의 농업후계자육성센터
- 홋카이도는 자체적인 농업후계자육성센터를 통해 신규 취농 희망자, 농업

체험 실습 희망자들의 귀농·귀촌을 지원하고 있음.

○ 지자체의 임대주택사업
- 농촌 지자체인 정(町)과 촌(村)에서 공급하는 정영주택(町營柱宅) 및 촌영

주택(村營柱宅)이 다수 있음.
- 지자체의 공영주택 조성 시에는 공사비의 1/2에 해당하는 국비가 지원되

고 나머지 1/2의 공사비는 지방채로 충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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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미국의 귀농·귀촌 동향과 정책
1.6.1.

미국의 귀농·귀촌 동향

○ 미국의 귀농 귀촌 추이
·

- 20세기에 들어와 미국농촌은 인구의 도시 유출과 자연 감소로 인해서 인

구 감소가 지속되었음.
-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추세가 바뀌기 시작하여 일부

농촌지역은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데 반해서 일부 지역은 인구가 증가하
기 시작하였음.
- 1970년대에 처음으로 유입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농촌의 인구 성장 속도

가 도시의 인구 성장 속도를 추월하였음.
- 1980년대에는 불황과 경제의 재구조화(농산업의 급격한 변화를 포함) 등

의 와중에서 농촌인구의 증가 경향이 약해졌음.
- 1990년대 들어와서 경기번영 등으로 인해서 농촌인구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함. 도시보다 덜 붐비는 목가적인 생활을 위해서 귀농·귀촌하는 직장
은퇴자, 전원생활 선호자 등이 농촌으로 들어옴.
- 2000년에 들어와서는 경기의 대불황(great recession)으로 인해서 농촌인

구의 성장률이 다시 약해졌음. 2000년～2010년까지의 농촌인구의 성장률
은 1990년대의 절반 수준인 4.5%에 불과했음.

○ 귀농 귀촌의 지역적 특성
·

- 자연경관이 좋거나 기후가 온화한 지역은 은퇴자나 휴양을 즐기는 사람들

에게 인기가 있음.
- 농업이나 광업이 주된 산업인 농촌지역은 인구 성장이 정체되거나 감소

함. 농업 의존적인 지역은 대평원(great plains)에 몰려 있으며, 광업 의존
적인 지역은 서부지역에 산재되어 있고 애팔래치아(Appalachia) 농촌지역
에 몰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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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자들은 온화한 기후, 멋진 자연 경관, 높은 삶의 질을

찾아서 농촌으로 귀농·귀촌하는 경향이 있음.
- 농촌인구의 증가는 서부 산맥지역, 북서부 해안지역, 오대호 상류지역, 남

부 산악지역, 플로리다와 텍사스의 동부지역 등임.

1.6.2.

미국의 귀농·귀촌 정책

○ 귀농인(초보농업인)을 위한 농업훈련 지원 프로그램(Start2Farm)
- 귀농인(초보농업인) 연합회를 조직하여 선배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함으

로써 배움의 기회를 제공함.
- 보조금(Farmer and Rancher Competitive Grant) 혜택도 있음.

○ 신규 농업인과 목장주를 위한 능력개발 프로그램(BFRDP)
- 자금 교육, 현장실습, 봉사활동, 기술지원 제공, 융자 지원 등

○ 농촌청소년을 위한 융자금 지원(Rural Youth Loans)
- 미국 농무부(USDA)의 Farm Service Agency에서 10～20세 사이의 청소

년들에게 최대 5,000달러의 융자금을 지원함.

○ 농업법과 보조금
- 신규 농업인과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 농업인을 위한 저금리융자 프로그램
- 농촌지역 소규모 사업체 또는 신규 사업체 개발을 위한 재정지원 프로그램

○ 주정부의 도시 은퇴자 유치 정책:
③

①

은퇴자 유치를 위한 부동산 개발,

광고 및 홍보 활동,
④

②

기술적 지원,

관광 진흥을 통한 은퇴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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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사점

○ 귀농 귀촌의 이유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어서 귀농 귀촌인의 사회경제적 특
·

·

성 등에 따른 유형별 대책이 필요함.

○ 귀농 귀촌인의 농촌으로 이주 동기에서 경제적 요인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

자녀 교육, 부모 부양, 자연친화적 생활, 오락, 지역사회 소속감과 같은 비경
제적 요인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

○ 농업 및 농촌 관련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등을 체계적으로 이수하고 단계적
인 귀농·귀촌 준비 과정을 거친 사람일수록 농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것
으로 나타남.

○ 청년들의 신규취농을 독려하기 위한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함.
- EU,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농촌에 정착한 지 5년 미만이고 40세 미만인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청년농업인 직접지불금’을 지원하고 있음.
- 일본에서는 45세 이하 청년 취농자에게 준비기간(2년)과 독립기간(5년),

총 7년 동안에 급여형태의 보조금(연간 150만 엔)을 지급함.

○ 조기은퇴제도는 EU회원국 중에서 주요 선진국에서는 약화되거나 폐지되고
(예를 들면 프랑스) 있음.
- 비용이 많이 들고, 인구 고령화 추세와도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함.

○ 프랑스, 영국, 일본 등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신규 취농자들이 정
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연수나 훈련을 받고, 실현가능한 영농 계
획을 수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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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 귀촌 준비 과정에서의 지원이 중요하지만 귀농 귀촌 이후의 지원도 중
·

·

요함. 프랑스의 경우, 귀농 이후 5년 동안에
로(65%～15%) 공제하고,

①

사회보장 부담금을 단계적으

실제 과세 이익의 50%를 공제하며,

③

농촌의

부동산 매입 시에 내는 지방세의 일종인 토지공시세를 감면하며,

④

비건축

②

분할토지에 대한 토지세의 50%를 감면하고 있음.

○ 산간지방과 같은 조건불리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함.
- 프랑스는 청년농업인을 위한 융자금의 금리가 평야지역은 2.5% 정도인

데 비해서 산악지대는 1% 정도임.
- 영국은 경사지 농장 승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산간지방의

경사지 농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고 있음.

○ 농촌의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영국은 빈집청(Empty Home Agency)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치된 빈집을

개보수하여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빈집 개보수 보조금 제도’를 시행하
고 있음.
- 일본은 ‘빈집재생추진사업’을 통해서

적정관리 대책,

③

①

활용가능 빈집 대책,

빈집 발생 억제대책,

④

②

빈집의

노후위험 빈집 대책 등을 추진

하고 있음.

○ 도시의 은퇴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음.
- 프랑스에서는 ‘농촌 거주 노인을 위한 은퇴주거단지’를 조성함.
- 일본에서는 노인농업공동체에서 도시의 은퇴한 노인을 농촌재생의 주역

으로 활용하고 있음.
- 미국에서는 도시의 은퇴자를 유치하기 위해 주정부에서

활동,

②

기술적 지원,

③

①

은퇴자 유치를 위한 부동산 개발,

을 통한 은퇴자 유치 등을 하고 있음.

광고 및 홍보
④

관광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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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해외출장 결과보고
1.1. 출장개요
1.1.1.

출장건명: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모델 개발

1.1.2.

출장목적

○ 유럽의 귀농 귀촌 추이와 귀농 귀촌정책을 파악하고, 농촌 지역사회 활성화
·

·

에 있어서 귀농·귀촌인의 역할 등에 관한 모범사례를 조사하며, 관련 자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집·조사하여, 우리나라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모델을 개발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1.1.3.

출장기간 및 출장자, 출장지역

○ 출장기간: 2014년 10월 28일(화)
○ 출장자

～11월

5일(수) 7박 9일

부서명

직 급

성 명

농촌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

박 대 식

〃

초청연구원

남 승 희

○ 출장지역

：벨기에(브뤼셀),

프랑스(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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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출장일정(방문기관 및 면담자)

일 정

방문기관

10.28

출국

(화)

(인천

암스테르담

⇒

브뤼셀)

오

EU 집행위원회 농업·농촌개발국

전

(CAP Analysis and Perspectives)

10.29
(수)

⇒

면담자

오
후

전
10.30
(목)

E. Vounouki
(Economic and Policy Analyst)
면담 및 관련 자료 수집

EU 집행위원회 농업·농촌개발국

Georgios Mathioudakis

(Consistency of Rural Development)

(Policy Coordinator) 면담 및 관련

농촌정책 담당

자료 수집

주벨기에 유럽연합대사관
오

시차: 8시간

EU 집행위원회 농업·농촌개발국
(Agricultural Policy Analysis and
Perspectives) 농업정책 담당

박상호(농무관)
면담 및 관련 자료 수집
Ricard Ramon I Sumoy(Policy
Analyst) 면담 및 관련 자료 수집

EU 집행위원회 농업정보센터
오

(European Union Information Office),

후

EU 집행위원회 중앙도서관

관련 자료 검색 및 수집

(European Union Central Library)
10.31
(금)

이동(브뤼셀

⇒

파리)

11.1

Gibert Joseph, Gibert Jeune,

(토)

WHSmith 등 주요 서점

11.2

철도
관련 자료 검색 및 구입

출장조사 결과 정리 및 월요일(11.3) 면담 준비

(일)
오
전

Alban Thomas 박사(Head of Social
프랑스 국립농업연구소(INRA)

Science

Division),

Carolyne

Durr

(연구원) 면담 및 관련 자료 수집

11.3

C. Soude(지속가능한 경제발전부 차

(월)
오

프랑스 농업경영자총연맹

후

(FNSEA)

장, CAP 및 국제업무 담당), Michel
Thomas(농촌

및

법무관계부

차장,

농촌정책 및 농지 담당) 면담 및 관련
자료 수집

11.4

오

프랑스 청년농업인 조직

(화)

전

(Young Farmers)

11.4(화)
～11.5(수)

귀국(파리

⇒

인천)

Ana Layole(Policy Adviser, 귀농·귀
촌 관련 업무 담당) 면담 및 관련 자
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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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출장조사결과 요약
1.2.1. EU

집행위원회 농업· 농촌개발국

○ EU 공동농업정책(CAP) 개혁의 방향
- 정부가 가격기구에 직접 개입하는 시장관리정책의 비중을 줄이면서, 농가

의 소득과 농촌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의 비중을 늘려 가는 방향으로 개혁
을 해 왔음.
- 농산물에 대한 지원(product support)에서 농업인에 대한 지원(producer
support)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해옴.

○ 2013년 공동농업정책(CAP) 개혁의 장기 목표
- 실행 가능한 식량생산
- 자연자원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 및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 지역의 균형발전

○ CAP 2014

～2020

- 제1기둥(Pillar

Ⅰ):

농가에 대한 직접 보조임. 농가는 식량안전, 환경보호,

동물복지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있음. 직접지불금
을 받기 위해서 농가들이 이행해야 하는 환경적 교차 준수 사항은 토양의
질 보전, 생물다양성 보호, 영농 다각화, 목초지 보존, 농장에 대한 생태지
역 보전 의무 등임. CAP 예산의 70%를 차지함. 전적으로 EU 예산으로
충원됨.
- 제2기둥(Pillar

Ⅱ):

농촌개발과 관련하여 농가들이 농장 현대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을 받음. 농가로 하여금 환경을 보전하고 농촌사회
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하는 조건하에서 지원함.
농촌개발 관련 예산은 CAP 예산의 약 20%를 차지함. 다년도 재정 계획에
따라 EU 예산과 회원국의 예산을 공동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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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의 또 다른 중요한 정책 수단은 시장지지 정책임. 예를 들면, 자연재

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직접적으로 농가에 지원하는 정책을 들 수 있음. 시
장지지 정책은 CAP 예산의 약 10% 정도임.

○ 농촌개발정책(rural development policy)의 목표
- 농업 경쟁력 제고
- 농촌 환경 개선
-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 EU농업보장기금(EAGF)
- 2014년 기준 438억 유로(2013년 대비 0.3% 증가함)

○ 농촌개발을 위한 EU농업기금(EAFRD)
- 2014년 기준 140억 유로

○ EU의 귀농 귀촌 추이
·

- 1970년대에 서부 유럽에서 귀농·귀촌이 시작됨.
- 1980년대에는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EU의 귀농·귀촌 현상도 위축됨.
- 1990년대 초반부터 농촌의 가치 재발견 등으로 다시 귀농·귀촌이 증가하

기 시작
- 동유럽은 서유럽에 비해서 이러한 추세가 뒤떨어짐.

○ 도시발전의 단계
- 도시화(urbanization)

→ 교외화(suburbanization) → 탈도시화(desurbanization)

→ 재도시화(reurb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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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귀농 귀촌의 주요 이유
·

- 직업의 변화 또는 퇴직
- 교육 종료
- 고향으로 회귀
- 도시보다 나은 주택(가격, 크기, 질 등) 선호
- 지역사회 정체성 또는 소속감
- 자연친화적으로 삶의 방식을 전환
- 생활비 절감
- 경제활동 및 고용
- 기타

○ 귀농 귀촌인의 농촌으로 이주 동기는 경제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오락, 자
·

연, 쾌적성, 자녀교육, 문화, 지역사회 소속감과 같은 정서적, 비경제적 가치
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

○ 청년농업인 직접지불금(Young Farmers Direct Payment)
- 2014～2020년 기간 동안에 시행될 공동농업정책에서 18세～40세 이하 젊

은 신규 취농인에게 직접지불금을 제공할 예정임.
- 신규 농업인들이 기존의 직접지불금의 수혜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개선하

기 위하여 이 제도를 도입함.
- 2015년부터 40세 이하로 농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시작한 지 5년 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최대 5년간 ‘청년농업인 직접지불금’을 지급함.
- 회원국의 의무(강제)조항으로 결정됨.
- 사업계획은

①

자연인,

②

회사와 같은 사업체(business entity),

③

청년농

업인집단 등의 자격으로 제출할 수 있음.
- 토지나 동물과 같은 자산(assets)을 구입하는 데는 직접지불금을 사용할 수 없음.
- 농기계 현대화, 농산물의 가공, 농산품의 질 개선 등에 직접지불금을 사용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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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및 훈련 바우처(Education and Training Vouchers)
- 생산, 식품위생교육, 마케팅 교육 등을 포함한 자문서비스에 사용되며, 해

외훈련도 할 수 있음.

○ 조기은퇴제도(Early Retirement Scheme)
- 젊은 농업인 또는 신규 취농자들에게 은퇴 예정 농업인의 농장을 인수하

거나 토지를 양도하는 것을 지원함.
- 2007～2012년 기간 동안에 조기은퇴제도를 이용한 농업인 및 농업 노동

자 수(EU 전체)는 28,007명임. 폴란드(19,943명), 스페인(3,459명), 리투아
니아(2,385명) 순임. EU 회원국 중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조기은퇴제도가
폐지되거나 약화된 것으로 나타남.

○ EU 농업인 중에서 40세 미만이 약 7%에 불과한 데 비해서, 65세 이상은 약
30%에 달함.

○ 영국의 Fresh Start
- 영국의 Fresh Start는 새로 농업을 시작하거나 가족사업을 발전시키려고

할 때 지원과 보조의 부족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바 있는
‘Curry Report(2002)’에 근거를 두고 있음.
- Fresh Start Academy를 통해서 농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농업 및 농촌부문

에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제공함. 농업
관련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함.
- Fresh Start Academy는 주로 저녁시간에 회계사, 은행원 등 다양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시리즈로 개최함. 사례발표 등도 하고 참여자들에 대한
멘토링 서비스도 제공함.
- 2006년 이래로 Fresh Start Academy에 참여한 총 교육생 수는 500명임.
- 최근에 전문가 대상 아카데미(Specialist Academy)가 새로 도입됨.
- 현재 총 12개의 지역 아카데미(5개는 일반, 7개는 전문)가 있음.

63
- Fresh Start는 단지 청년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현재 참여자들

의 평균연령은 22～35세 정도임.

○ Return migrants와 Non-return migrants는 이주 동기에서 차이가 남.
- 이주자의 개인적 특성이나 이주유형 등을 통제했을 때, Return migrants는
Non-return migrants에 비해서 이주 동기가 사회적인 경우(예를 들면, 결

혼, 부모 봉양, 가족 재회 등)가 더 많음.

○ 귀농 귀촌이 EU 농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

- EU 28개 회원국의 농촌의 여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귀농·귀촌이 농촌 지

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국가 및 지역별로 상이함.
- 그러나 귀농·귀촌이 농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인구학적 측면, 경제

적 측면,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 인구학적 측면: 귀농·귀촌은 인구 규모 및 성장률, 인구 구성, 출산율, 사

망률 등에 영향을 미침.
- 경제적 영향: 귀농·귀촌은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일자리의 종류, 사회복

지서비스, 주택시장, 농지 및 토지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침.
- 사회적 영향: 귀농·귀촌은 이주민과 원주민의 사회적 갈등, 사회통합 등에

영향을 미침.

○ 귀농 귀촌의 성공사례
·

- EU의 관련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단계적인 귀농·귀촌 준비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경향이 있음.
- 연령, 생애주기, 교육 수준, 소득, 이주 동기 등에 따라서 차별화된 귀농·

귀촌 준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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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주벨기에 유럽연합대사관

○ 박상호 농무관으로부터 EU 및 벨기에 관련 기본 현황과 정보 검색 방법 등
에 대한 설명을 들음.

○ EU 회원국은 28개 국가이고, EU GDP에서 차지하는 국가별 비중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순임.

○ EURO는 28개 회원국 중에서 18개 국가에서 공식화폐로 채택하고 있음.
○ 벨기에의 인구는 1,100만 명 정도이고 EU의 창설 멤버임.
- 공식 언어는 독일어,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 유럽연합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는 EU의 주요 의사결정 기
관이고, EU 회원국이 돌아가면서 6개월씩 이사회의 의장직을 맡음.

○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유럽연합 시민을 대표하는 입법부로 5년
마다 열리는 보통선거(직선제)에서 선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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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유럽연합이사회 및 유럽의회에서
채택된 규정 및 지침이 바르게 집행되도록 하는 역할을 함.

1.2.3. EU

집행위원회 농업정보센터 및 중앙도서관

○ EU의 농업 농촌정책, 귀농 귀촌 관련 정책 등에 관한 각종 자료를 수집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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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프랑스 국립농업연구소(INRA)

○ 프랑스 국립농업연구소(INRA)는 8,500명의 정규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농
업·식물·동물과학 분야에서 출판물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연구기관임.
- 19개의 연구센터가 프랑스와 외국에 소재하며, 200개의 Research Unit이

있음.

○ 14개의 Research Division
- 영양, 식품안전, 소비자행동(ALIMH)
- 식물생물학(BV)
- 농산물 가공 공학(CEPIA)
- 환경 및 농학(EA)
- 산림, 목초지, 담수 관련 생태학(EFPA)
- 동물유전학(GA)
- 식물 품종개량 및 유전학(GAP)
- 응용수학 및 정보(MIA)
- 미생물학 및 Food Chain(MICA)
- 동물생리학 및 축산물 체계(PHASE)
- 동물건강(SA)
- 행동 및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과학(SAD)
- 사회과학, 농업, 식품, 농촌개발, 환경(SAE2)
- 식물건강 및 환경(SPE)

○ 프랑스 국립농업연구소(INRA)는 프랑스 고등교육연구부장관(Minister for
Higher Education and Research)과 식품·농업·수산부장관(Minister for Food,
Agriculture and Fisheries)의 연합 관할 하에 있음.

○ 사회과학, 농업, 식품, 농촌개발, 환경 Research Division(SA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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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목적:

①

사회경제조직의 형태와 기능에 대한 설명과 이해,

②

공사

적 행위자들의 행동과 의사결정에 관한 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개념체계
및 도구의 개발,

③

공공 정책의 설계 및 평가에 기여 등

- 조직의 규모: 총 400명(연구원 및 기술자 200명, 연구 지원 인력 100명,

실험실과 대학 등과의 partnership 인력 100명)
- 실험실과 대학 등과의 partnership: 11개

○ 프랑스 국립농업연구소(INRA)는 5년 프로그램으로 5

～6개의

주제에 대하

여 연구를 수행함.

○ 프랑스의 경우, 다른 나라로부터 프랑스 남부 및 북동부 지역의 농촌으로
migration이 지속되어 왔음.
- 프랑스 남부 및 북동부 지역에는 저숙련 노동자의 부족 및 수요가 많음.
- 프랑스 농촌으로 이주한 외국인들은 계속 그곳에 머물거나 아시아, 북아

프리카, 카리브 해의 프랑스령 국가들의 농촌에서 농사짓기를 원함.

○ 역도시화(counter-urbanization) 및 귀농 귀촌 추이
·

- 1970년대: 소규모 경향이 있었음. 상당수의 청년들이 도시를 떠나서 농촌

에서 값싼 농지를 구입하였음. 이들은 교육수준이 높았으며, 기존의 농업
인들과는 다른 점이 많았음. 이들은 대체로 큰 수익을 내지는 못했으며,
일부 청년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이주한 경우도 있었음. 이때는 귀농과 관
련하여 별다른 공공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없었음.
- 1980년대: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역도시화 현상이 완화됨. 농업 관련 학위

를 받은 청년들이 농촌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으며, 이와 관련한 EU의 공공
지원이 시작됨.
- 1990년대 말～현재: 도시를 떠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주택가격과 생활

비 부담 때문으로 나타남. 또한, 고숙련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일과 과제를
수행하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농촌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아짐. 이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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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부 는 로컬 푸드나 유기농산물 판매를 위한 지역시장을 창출하였음.
또한 일부 사람들은 삶의 질 향상과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농촌으로 이주
하기도 함. 그리하여 농촌지역의 하부구조 개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음.

○ 귀농 귀촌이 농촌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

- 교육 측면에서 부모 및 자녀들이 혜택을 봄.
- 농업인의 삶의 질은 향상되지만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
-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남.
- 사회서비스 제공이 많아짐.
- 지역상점이 유지됨.
- 소규모지만 고기술의 산업 활동, 기업 등이 증가함.
- 젊고 교육수준이 높은 인적자원이 농촌에 추가되어 사회혁신의 가능성이

높아짐.
- 이주민과 원주민의 사회적 갈등이 발생함.
- 범죄율이 증가함.

○ 청년농업인 육성체계(young farmers’ scheme)
- 2년 이상의 교육 및 훈련을 요건으로 함.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함.

○ 조기은퇴제도(early retirement scheme)
- 비용이 많이 들고, 인구 고령화 추세와 맞지 않아서 점차 축소되다가 5년

전에 폐지됨(프랑스의 경우).

○ 피고용자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 2년간의 훈련을 받은 후에 농촌지역의 비농업 또는 농업부문에서 정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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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지원함. 비농업부문에서 신규 창업을 할 경우에는 1～2년 동안
세금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귀농 사례
- 15년 전에 귀농하여 양계, 양봉, 채소 재배, 육계 등을 함.
- 로컬 푸드 관련 운동도 함.
- 60～65세까지는 농촌에서 잘 살지만, 농업에서 은퇴하고 자녀들이 도시로

떠난 이후에는 노인들이 보건복지, 문화여가 여건 등에 대한 접근성 문제
때문에 도시로 다시 돌아가는 경향이 있음.

1.2.5.

프랑스 농업경영자총연맹(FNSEA)

○ 프랑스 농업경영자총연맹(FNSEA)은 1946년 창립되었고 프랑스 농업인의
70% 정도가 참여함.

○ 프랑스 농업경영자총연맹(FNSEA)은 프랑스 농업위원회, 유럽농업인단체협
의회(COPA), 세계농업인단체 등의 회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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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개의 지역(local)조직, 94개의 county 연합회, 22개의 지방(regional)연
합회, 36개의 품목별 전문조직으로 구성됨.

○ 회원들의 사회적 지위는 소작농업인, 여성농업인, 농지소유자, 은퇴농업인으
로 구분됨.

○ EU의 공동농업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음. 첫 번째는 Direct Payment
와 같은 직접보조정책이고, 두 번째는 가격지지정책으로 각 섹터별로 관리
하는 기구가 있음(예를 들면, 우유, 과일 등). 가격이 떨어질 경우 유럽공동
체에서 일부 품목을 구매 및 보관함. 따라서 시장 자체에서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음. 세 번째는 농촌개발 관련 정책이 있음.

○ 직접지불금은 생산과 관련이 있었고, 중요한 것은 어떤 제품을 생산하느냐
에 따라 지급이 되었지만, 2015년 1월 1일부터는 ha당 지급을 함.

○ EU 각 나라마다 0

～2%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프랑스는 농촌개발정책을 통

해서도 젊은 층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Direct Payment의 지원은 1%를
차지함.

○ 청년농업인 직접지불금(Young Farmers Direct Payment)은 정착한 지 5년 미
만이고 연령이 40세 미만인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ha당 70유로, 그리고 최
대 34ha를 지원함(따라서 최대 2,380유로).
- 교육 및 훈련 요건: 고등학교 이상 졸업하고(대학입학 자격시험을 통과한

자), 농업 관련 학교에서 교육이나 훈련을 2년 정도 받거나, 원격교육으로
3년 정도 받는 등 다양한 인증방법이 있음.

○ 농지는 있는데 후계농이 없는 경우에는 proposal을 제출하면 젊은 농업인과
농지를 연결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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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 시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를 지원하는 기관이 있어서 농업인이 아니어
도 상업 등 다른 일에 대해서도 조언을 받을 수 있음. 귀농하는 경우는 가업
을 물려받기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 외의 경우도 있는데, 이런 사람이
느는 경우에 농촌 지역 인구가 증가하고, 학교 학생 수가 증가하고, 다른 활
동들도 활발하게 진행되는 영향이 있음.

○ 현재 프랑스의 농지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 총면적이 2,700만 ha인데 1년에 50,000ha씩 감소하고 있음.

○ 프랑스 내에서는 계절노동자들(seasonal workers)의 지역 간 이동이 잦음. 또
한 외국에서 프랑스로 와서 정착한 경우가 한동안 많았는데, 그 이유는 프랑
스의 농지 관련 세금이 비교적 저렴했기 때문임.

○ 과거에 비해서 농업인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음. 과거에는 농
업인이 시골에서 가축을 키우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요즘에는
기술도 발전했으며 사업체를 운영하는 기업가라는 이미지로 변화하였음.
- 농업에 대한 학교 및 사회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속한 효과가 큼.

○ 귀농 귀촌이 농촌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

- 인구 증가
- 교육 여건 및 기회 호전
- 사회활동 증가
- 직업, 일 증가
- 세수 확대
-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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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 귀촌이 농촌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

- 지역사회의 분위기나 인심이 나빠짐.
- 지역사회주민 간의 사회적 갈등 증가
- 일부 지역(특히, 산업개발 등이 집중되는 지역)의 집값 및 토지 가격 상승
- 농지 감소 지속

1.2.6.

프랑스 청년농업인 조직(Young

○ 프랑스

Far mer s)

청년농업인 조직(Young Farmers)의 주요 관심사는 농지, 신용

(credit), 생산권(production right) 등에 대한 접근성, 농촌 청년들의 교육 및

훈련 강화 등임.

○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유럽청년농업인협의회(European Council of Young

Farmers)가 조직되어 있으며 24개 국가의 34개 전국 조직이 참여하고 있음.
- 유럽청년농업인협의회는 EU의 200만 청년농업인을 대표함.

○ 프랑스에서는 매년 1만 명 정도가 신규로 농업에 정착을 하는데 50%인
5,000명 정도가 ‘청년농업인 체계’의 지원을 받고 정착함(40세 미만이며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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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및 훈련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 지원). 이 중에는 여성이거나 다른 직종에
서 오거나 부모의 가업을 잇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있음.

○ 청년들은 보통 28세 이상인 경우가 많고, 그동안 다른 일을 해왔었기 때문에
전문화 과정이 필요함. 따라서 이들은 전문가를 만나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지 등에 대해 상담을 받고, internship이나 training course를 거쳐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음.

○ 전문가가 더 필요한 내용에 대해 알려주면 관련된 스킬을 보충하도록 함.
즉, 이들이 정착하기 이전에 본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게 되면 잘 진
행될 수 있는지, 투자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해 상담을 받게 됨.

○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프로젝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8,000

～35,000유로

의 보조금이 지원됨(정착하는 첫해에 제공되는 지원금). 또한, 낮은 금리로
융자금을 빌릴 수 있음.
- 융자금의 금리는 평야지역의 경우 2.5% 정도이며, 산악지대는 1% 정도임
(시중의 일반적인 은행금리는 5% 이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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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하기 이전에 교육 및 멘토링 시스템 등을 통해 상담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귀농 5년 후에도 95% 이상이 계속 그 일을 하고 잘 정착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예를 들면, 숙련공 등)는 3년이 지나면 절반 이상이 문을
닫음. 따라서 상담 및 지원 시스템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볼 수 있음.

○ 최근 사람들의 경제활동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퇴직하기 이전에(40

～50대)

다른 직업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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