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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미래농산업

인재육성에
달려있다

지난식량증산시대의역군들인60∼70대의농업인들은향후 10년동안에대부분은퇴할것으로예상된다.

앞으로농업에종사할수있는인력이양적으로나질적으로매우취약한실정이며, 따라서젊고능력있는후계

농업인의육성이매우중요한과제이다. 미래의후계농업인은곧국가경쟁력과직결된다고봐도무방하다. 농업

경영인의중요성이점차커지고있는이유와배경을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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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후계농업경영인육성매뉴얼

오늘날세계 10위권안팎의경제강국으로커온우리나라의경제

발전과정을보면결국1차산업에서2차산업을거쳐3차산업중심

으로성장해온것으로정리된다. 

경제발전에따른농업비중감소는선진국들의공통적인경험이지

만, 우리나라는선진국에비해2∼5배빠른속도로산업구조의변화

를경험하였다. 예를들어유럽선진국들이20세기들어대략100년

정도의기간동안산업화과정을거쳤으나, 우리나라는겨우 30년

남짓한기간동안에산업전환이빠르게이루어졌다. 

이렇게빠른속도로경제발전을추구하는과정에서우리나라농

업은산업규모가점점위축되는가운데인력구조면에서매우취약

지금은‘경제강국다운농업구조’로변화할때1

우리농업의주된경영형태가가족농(농가)이라는점에서농업인력문제는단지노동력문제

가아니라농업경영의존속과직결되는사항이다. 보다 선진적인농업경영을위해, 우리나라

농산업환경과인력의변화가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살펴보자.

1990년이후농업계젊은층급격히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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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농산업, 인재 육성에 달려 있다

1 지금은‘경제강국다운농업구조’로변화할때_3

한모습을가지게되었다. 오늘날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의농업비중을보면국내총생산(GDP)에대한비중은 1% 내외이고

총취업자의 비중은 2∼3%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대체로 이보다

두배정도높은수준을나타내고있다. 한국의경제규모는선진국

수준이지만농업은개도국수준이라고일컬어지는이유이다.

취업자의구성을살펴보면한마디로연령구성측면에서너무나

취약한실정이다. 산업화과정에서전직이어려운인력이농업부문

에누적되고고령화되면서경쟁력이취약한구조를형성하게되었다.

1990년

2005년

※자료 : 통계청, 농업총조사결과를토대로작성

우리나라농업취업자의연령구조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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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_후계농업경영인육성매뉴얼

▶우리나라농림어업

종사자수는?

2008년 기준 농임어업

취업자수는약169만명

으로 전체 경제인구의

7.2%다. 통계는 없지만

해방 이후 1차산업 인구

는 최소 80~90%에 달

했을것으로추정된다.

Tip
농업취업자의 연령구조를 보면 1970년 이전까지는 30대 미만의

젊은연령층이상당히존재하였으나, 1990년이후에는젊은층은거

의없고고령층이비대한구조를나타내고있다. 

농업총조사와기본통계를분석하여농가인구의연령별구성을보

면, 1980년대까지는전형적인‘피라미드형’을나타냈으나, 그후점

차고령층이비대해지면서 1990년에는 10대와 50대비중이상대적

으로두터운‘항아리형’구조를나타냈고, 2005년에는60대비중이

제일높은‘역삼각형’형태를나타내고있다. 

농업취업자의고령화는농업의생산성을저하시키는문제뿐만아

니라 근본적으로는 농업경영 주체인 농가의 가족구성을 허약하게

하고나아가농업경영의존속을불투명하게한다. 복지제도가취약

한실정에서고령농업인들이생계적영농을유지함으로써경쟁력

있는농업으로의구조전환을어렵게하고있는셈이다. 

농가인구가고령화되면서가족구성도매우취약해지고있다. 우

리나라의전통적인농가는경영주부부와자녀가동거하는2세대가

구또는여기에양친을모시고사는3세대가구가주된형태였으나,

오늘날은도시보다농촌에서핵가족화가빠르게진행되고있다. 이

렇게핵가족화된사회에서농업경영을승계할후계인력도충분하지

못한실정이다. 농업총조사에의하면, 영농승계자를보유하고있는

농가의비율은1990년 16.4%, 1995년 13.1%, 2000년 11.0%로계속

감소하여2005년에는3.6%에불과한것으로조사되었다.

후계인력확보는농업구조전환의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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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경쟁력강화를목표로전문인력, 전문경영체육성이시작된것은 1994년이후로볼수

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개정이후‘농어민’대신‘농업인’이라는용어가사용되었고, 능

력있는농업인력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다. 인력육성을위한정책도단계적으로변화발전

해왔다.

2 농업경쟁력의원천은‘사람’또‘사람’_5

농업경쟁력의원천은‘사람’또‘사람’2

정부는미래농업을담당할젊은인력확보를위해대책마련에착

수하여 1981년에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을 창설하였다. 이 사업은

본래신규인력확보가목적이었으나, 영농후계자대부분이경영주

로정착함으로써농업경영체육성시책의효시가되었다고볼수있

다. 1990년대들어농업구조개선시책이추진되면서이른바정예인

력육성이강조되기시작하였으며, 이른바경영체육성이라는것도

이때부터성립된개념이다. 

1990년대초에시작된전업농중심의선별적지원은시행초기부

터이른바‘엘리트농정’이라는지적과함께대다수‘중소농’이소

외되고있다는비판을받기도하였다. 하지만, 시장개방에대응하기

시장개방, 외환위기거치며농업정책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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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농정여건, 주요정책내용

1990. 4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정

1991. 7 농어촌구조개선대책(총 42조 원투자계획) 발표

1993. 12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

1994. 6 ‘농어촌발전대책및농정개혁추진방안’발표

1995. 1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

1997. 12 외환금융위기돌발,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진입

1998. 10 ‘농업·농촌발전계획’수립

1999. 2 농업·농촌기본법제정

2000. 1 농업기반공사설립(농조, 농조연, 농진공 3개기관통합)

2001. 7 통합농업협동조합(농협, 축협, 인삼협) 설립

2002. 1 도하개발의제(DDA) 협상 개시

2003. 2 ‘미래를열어가는농촌’구상

2004. 2 한-칠레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국회통과

2007. 4 한-미 FTA 협상타결

2008. 2 이명박정부출범, 농림수산식품부로개편

2008. 10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제정

2009. 10 농업경영체육성법제정

농림수산식품·농어업비전2020 발표

1990년이후농정의전개과정

20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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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경쟁력의원천은‘사람’또‘사람’_7

미래 농산업, 인재 육성에 달려 있다

위해서는전업농이한국농업의견인차역할을수행해야하며아울

러한정된재원의투자대상이라는명분을가졌다. 

그뒤 1997년 말에불어닥친외환금융위기의영향으로전업농의

경영악화및부채문제가심각하게대두되었고, 그동안정책지원을

바탕으로양적성장을추구해온법인경영체의부실경영사례가드

러나면서기존의농업정책에대한근본적인재검토가일어났다.

2000년대들어정부는그동안양적성장을추구해온구조정책을

재점검하면서‘건실한가족농육성’이라는새로운틀을설정하였다.

특히그동안영농규모화라는정책기조하에서소수에한정되어온

정책대상을넓혀농가의유형에알맞는다양한시책을추진하고총

체적으로농업·농촌의활력을제고하려는데가족농육성의의미를

두었다. 또한농업인의소득과복지증진을위한직접지불제및경영

안정대책이다양하게강구되었다. 이러한논의를거쳐 2007년에는

‘맞춤형 농정’이라는 정책 방향이 수립되었으며, 현행의 농업인력

및경영체육성정책의틀이짜여졌다. 

시대상황을불문하고농업의경쟁력제고는농정의중요한과제

이며, 경쟁력의원천은사람이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 즉, 인력과

인재의육성이농업발전의원동력인것이다. 미래의국가경쟁력,

특히미래의농산업경쟁력을위해가장튼실히해야할일이‘인력

육성’임은두말할필요가없다.

Tip

▶‘농어민’대신‘농업인’

‘농업경영인’용어를 사

용하게된계기는?

1994년 농어촌발전특별

조치법이개정되어기존

의 농업법인 제도가 발

족하면서 정책적으로

‘농업경영체’라는 용어

를 쓰기 시작하였다. 특

히 1995년에 세계무역

기구(WTO) 출범을계기

로 농업의 경쟁력 강화

가 화두가 되면서 농업

계 전문경영체 육성이

절실해지면서‘농업인,

농업경영인’이란 용어가

상례화되었다.

정책대상넓혀수요자중심의‘맞춤형농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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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_후계농업경영인육성매뉴얼

이에따라정부는2010년2월, 향후10년간의농어업비전을제시하

며정책의패러다임전환을선언했다. 농어업의체질전환을기본으로

신성장동력을창출하겠다는것이핵심으로농어업의창조적경영체

육성과혁신적농기업활성화대책등23가지정책과제를제시했다. 

향후 10년간중점적으로추진될정책비전은‘품목특성에맞는전

문농의 규모화’와‘농기업화 추진’으로부터 출발한다. 농어업인의

법인화를통한경쟁력강화를위해각종불합리한규제와세제개선

을추진하고겸업농의소득원다양화유도, 취약계층농의복지정책

을강화하겠다는것이요지다. 이에따라경영역량을갖춘30~50대

‘농림수산식품비전2020’에의한정책패러다임전환

패러다임전환

1

2

3

4

5

범주
•농어업→농어업＋식품산업＋생명산업

•농어촌→지역＋경관＋환경

정부역할 •시장설계₩개입자→
시장기능의촉진자

시장실패의보완자

지원방식 •보조금중심→산업의가치창출능력지원

지원대상
•생산자중심→생산자＋소비자＋미래세대

(소득안정)          (건강₩안전)     (환경보전)

기술혁신 •생산성증대→
생산성＋안전성＋녹색시술

＋생명산업관련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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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_후계농업경영인육성매뉴얼

2007년이후

맞춤형지원정책
유형별인력육성

유형별농업경영체육성

2020년목표

농림수산식품
비전2020

산 업： 농식품산업영역이

생명산업까지확대

국 민： 안전한농식품과

농어촌어메니티제공

농어촌：생활밀착형복지서비스와

문화생활을향유

자 연： 탄소배출이적은농어업생산과

농어촌생활

(소비자)

농업지원정책의변화

1990년대초반

농업구조개선추진
정예인력&경영체육성

전업농선별지원(중소농소외)

2000년대

정책지원대상확대
확대규모화➞건실한가족농육성

소득-복지증진대책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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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_후계농업경영인육성매뉴얼

Summary

1.우리나라경제는세계 10위권의강국수준이지만농업은그에비해취약한구조다. 

2.농업계연령구조가급격히고령화되면서농업경영을승계할후계인력도부족하다. 

3.정부는 미래 농업을 담당할 젊은 인력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 진행하고

있다. 

4. 1990년대 농업계 지원은‘정예인력 육성’에 초점을 두고 전업농 중심으로 이루어

졌고 2000년대에는‘건실한 가족농 육성’도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농가 유형에 알

맞은‘맞춤형’으로변화시켰다. 

5.미래의 국가 경쟁력과 농산업 경쟁력은‘인력과 인재 육성’에 달려 있다. 경쟁력의

원천은사람이고이는농업정책의중요과제다.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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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력
육성은

어떻게
진행되고있나

우리나라농업은가족농(농가)을근간으로한다는점에서‘인력육성’과‘경영체육성’이서로긴밀하게연계되

어있다. 즉, 농가의후계자를확보하여농업경영자로육성하는것이다. 농업인력은노동력의개념보다는경영

자의개념이강하기때문에‘인재육성’이라는표현이더바람직하다. 그들이어떻게성장하고어떤경영체를

만들어가느냐에따라농산업의미래가좌우된다. 

Chapte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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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_후계농업경영인육성매뉴얼

‘농업인력’과‘농업경영체’가가야할방향1

농업구조개선 정책은 농업인의 세대를 교체해야 하는 정도로 장기적인 시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이를실현할수있는제도와지원시책을체계적이고일관성있게추진하고있는것

이다. 농림수산식품비전2020에따라새롭게추진되는제도와정책을올바로이해하고농업

에뛰어들거나후계경영에임하는지혜가필요하다. 주요체계와인재육성방향의핵심을짚

어보자.

현행제도하에서젊은인력이농업경영에진입하는방법은농가

를승계하는상속후계와농가를창설하는창업후계로나눌수있다.

기본적으로농가단독으로농업경영활동을할수도있고몇몇농가

들이협동조직을만들어협업화또는법인화의장점을추구할수도

있다. 어떤방법이든, 국가정책의방향과전략을이해한뒤협력을

통한시너지를창출해야한다.

앞으로의 농업구조정책은 경영 체질 강화에 중심이 실리고 이를

위한전략적선택을하게될것이다. 정책적중점사항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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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인력&농업경영체가가야할방향_15

농업인력 육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농업인력과농업경영체육성의체계

(전문화)

(협동화)

(법인화)

자본기술집약적생산구조로재편되며,

농식품·관광·BT등농업의범위가확장된다

농업계는앞으로자본기술집약적인시설원예와축산은성장하는반

면, 벼농사등토지이용형농업은점차위축될것으로전망된다. 이는

시장개방과수요변화때문이다. 과실과채소, 축산물등은시장개방

의영향이비교적적은것으로분석되지만국내소비역시둔화되고

있기때문에산업전망을낙관할수없다. 따라서농업총생산의정체

국면에서탈출하기위한전략적지원이정책적으로추진될것이다.

Tip

▶우리나라농업정책은?

건실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에게 농지와

인력 등의 농업자원을

집중시키는방향으로추

진되고 있다. 핵심전략

은다음사항들이다. 

①생산구조를 성장 작

목중심으로재편하면서

농업의범위확장

②지역농업 조직화를 통

해다양한지역농업육성

③젊은영농후계자육성,

농업법인제도를확장

④농업경영의 은퇴제도

확립, 사회보장 지원 강

화등.

상속후계자 가족농

창업후계자

전업농

영농조직

농업법인

▶▶

▶ ▶

▶▶

신상품₩신수요₩신시장을적극개발

대체작목개발-수확후관리기술-품질개선

연구개발분야투자지원

농업계변화와정책지원방향

토지이용형

내수중심

과거 미래

기술중심성장

수출시장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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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_후계농업경영인육성매뉴얼

지역농업의조직화와특성별지역농업활성화를추구한다

개방화진전으로농산물가격의상승을기대하기어려운현단계

에서원료농산물의생산만으로는소득증대에한계가있다. 따라서

농산물의저장·가공·유통을연계한부가가치창출이농업이나아

가야할방향이다. 이과정에서지역농업의조직화는전통적인농업

의범위를확장하는측면에서도중요한의미를갖는다. 

젊은농업경영자확보를위한인력육성정책이강화된다

앞으로고령경영주의은퇴는농가구조를청장년중심으로재편하

는계기가될것이지만, 이는젊은영농후계자가존재할때가능하다.

예컨대농업의핵심인력으로 20만호정도의전업농이유지되려면,

농가의생애주기(life cycle)를30년으로볼때연간6천∼7천명정도

의후계농업경영인이신규로진입되어야한다. 따라서만성적으로부

족한젊은농업경영자를확보하기위한신규취농대책이필요하다.

지역자원과

여건활용

새가치창출

저장₩가공유통연계부가가치창출

규모의경제-범위경제추구

지방대학-연구기관연계활용

품목조직-지역조직화

지역농업이지향하는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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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인력&농업경영체가가야할방향_17

농업인력 육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사회보장지원강화, 유연한은퇴를유도한다

앞으로농업경영은은퇴제도를확립하고, 농정차원에서사회보장

적지원을강화해야한다. 사회보장강화는농업구조조정에서가장

어려운과제다. 현재우리나라농가는대부분전직이불가능한고령

농이기때문에인위적인구조조정보다는사회복지정책을통한은퇴

프로그램을강구할필요가있다. 기초생활보장수준에서경영주가

유연하게경영을이양할수있도록은퇴직불과같은사회보장대책

을강구해야한다.

청장년중심농업인력확보유지

상속농가후계자-신규인력창업정착

농업법인경영체·1농가 1법인장려

농업신규인력확보대책

가족농보완
새로운경영체유도

농업법인제도확장

과거 미래

자연스런세대교체

은퇴프로그램도입

후계자에게유연한경영이양

은퇴직불제, 기초생활보장

신규복지정책도입, 조직화

농업계사회보장을위한은퇴프로그램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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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후계농업경영인이정예농업인재로성장발전해나갈수있도록자금뿐만아니라

교육과컨설팅도수요자중심의맞춤형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제도를개선하고있다.

‘후계농업경영인’의역할과‘농업법인’의형태를살펴보고현실에적용하자.

18_후계농업경영인육성매뉴얼

농업인력육성정책은어떻게발전했나2

가.후계농업경영인의성장

오늘날의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은 1980년에시작된농어민후

계자육성사업이발단이다. 당시정부는농업인력부족에대응하여

1980년 9월에농어민후계자육성방안을발표하였고, 그 제도적장

치로 11월에‘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을마련하였다. 이후변화과

정을기간별(도표참조)로살펴보면농산업인력육성의전반을알수

있다.

현행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은영농에종사하고자하는청장년

을후계농업인으로선발하여영농기반확보에필요한농업창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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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인력육성정책은어떻게발전했나_19

농업인력 육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1990년~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으로

흡수통합

•매년 1만 명씩농어민후계자선발

•청소년대상‘예비후계자’제도도입

제도변화 사업내용

1994년~

병역법개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개정

•농어민후계자, 산업기능요원(병역특례) 포함

•농어민후계자→농업인후계자, 

임업인후계자, 어업인후계자로구분

1996~2008년

해양수산부신설➞

농림수산식품부통합재편

•어업인후계자육성사업체계화

•창업농업경영인선정, 후계농업인자금지원

2005년~

잠재농업인력영농정착화지원
•농산업인턴제실시

•창업농멘토(후견인)제 실시

2009년~

창업농·신규후계농지원정책

➞자격단순화·지원확대

•선발조건단일화(45세 미만)

•농업경력 10년 미만으로통합

•수요자중심성장단계별맞춤형지원

후계농육성의시기별변화

매뉴얼2장013-026출력  2010.8.30 22:18  페이지19



20_후계농업경영인육성매뉴얼

및경영개선자금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자리잡아가고있다. 특히

정책의대상이되는농업인후계자의연령에대해서는논란이많았

으나, 현재는45세미만의젊은농업인력을후계농업경영인으로선

정하여후계농업경영인자금을지원하고있다.

후계농업경영인경영 육성사업은 2008년까지 창업농과 신규후계

농으로이원화되어지원대상자선발및단가책정, 사후관리등이복

잡하였다. 선정기준도창업농은 35세미만·영농경력 5년미만인

반면, 신규후계농은45세미만·영농경력10년미만으로각각달리

제한하여 창업농으로 조기 진입하려는 사람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이에따라2009년부터는35~45세로구분했던선발조

건을 45세미만으로단일화하고, 5년과 10년으로제한했던농업경

력요건도10년미만으로통합하여조기진입자에대한불이익을해

소하도록하였다.

2009년부터는 국제적 감각과 수출농산물 품목 개발능력을 갖출

수있도록해외의영농기술과경영기법등의연수를위한해외농업

인턴사업을새로추진하고있다. 

농식품부는후계농업경영인이전업농·신지식농업인으로성장발

전해나갈수있도록자금뿐만아니라교육과컨설팅지원을계속추

진하고있다. 이를수요자중심으로성장단계별맞춤형지원이이루

어질수있도록지속적으로제도를개선하고있다. 

이같은변화과정에는지난20년동안젊은인력을확보하기위해

부단히노력한흔적이담겨있다. 또시기별필요성에맞춰정책개발

과제도개선이뒤따라야함을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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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력 육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나.전업농과신지식농업인

전업농 육성사업은 1989년 농어촌발전대책의 일환으로 전업농

중심의 농어업인력 개발촉진계획이 수립되면서 구체화되기 시작

하였다. 

농어민후계자육성사업덕분에정착하게된농업경영인에대한후

속지원시책이절실히요청되면서 1990년제정된‘농어촌발전특별

조치법’에서전업농어가육성을규정하였으며,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이본격적으로시작된 1992년부터연간 1천명정도의농어가를선

정하여5천만원의정책자금을융자하는사업으로시작하였다. 

전업농육성사업은도입초기인1992∼94년에는매년1천여명수

준으로 사업규모가 작았으나, 1995년부터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

1999년까지8만2천여명이선정되었다. 

특히 1995년부터쌀전업농육성에사업이집중되어 1999년까지

전체전업농선정가운데87%가쌀전업농이었다. 결국2000년부터

는쌀전업농만선정하고기타전업농선정은중지되기에이르렀다. 

이와같은전업농육성정책은논란도많고사업내용도변화가많

았다. 

하지만가장큰성과는농업구조개선을촉진시켰다는점이다. 특

히농업경영이전문화·규모화로발전되어국제경쟁력이강화되고

있다는점이높이평가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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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에서는 1999년에‘신지식농업인’발굴·육성계획을 수

립하여 2010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307명의 신지식농업인을 선발

하였다. 

신지식농업인은농업정책지원의대상이라기보다는오히려그들

의지식과기술을다른농업인들에게전파하는역할이주어진다. 즉,

지금까지선발된신지식농업인에대해서는 (사)한국신지식농업인회

를통하여그들이보유한신기술과노하우를농업인에게확산·보

급시키기위한기술교육등을전수하고있다. 

또미래의전문농업인인농과계통학생들에대한지식농업교육도

실시하고있다. 

특히 신지식농업인의 성공모델을네트워크화하여농업인들이 벤

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03년부터 포털사이트

(www.farmig.com)를구축하여운용하고있는데이를통해신지식

농업인에대한관련정보를일반농업인이나소비자들에게제공하

면서영농에도움이되는각종제도발굴과선진농업기반구축에도

앞장서고있다.

현대는 지식과 정보·기술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기

로 농업도 소규모 토지·자본으로 신지식과 기술 및 마케팅을 잘

활용하면고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는시대이다. 이러한지식농업

시대의 주역으로서 신지식농업인들은 농업과 농촌의 변화를 주도

해 나가고, 농업경쟁력 제고는 물론 신지식농업인의 저변 확대에

노력하고있다.

Tip

▶신지식농업인이란?

지식의 생성·저장·활

용·공유를통해농업의

생산·가공·유통 등을

끊임없이개발·개선·혁

신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 농업과농촌의변화

를추구하는농업인또는

농업법인으로 정의된다.

2003년부터 포털사이트

(www.farming.com)를

구축, 운용하면서 일반

농업인이나 소비자들에

게 신기술 노하우를 제

공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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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력 육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구분 전업농 신지식농업인

출발

1992년

•연간 1,000여 명의농어가

선정, 정책 자금 5000만 원

융자

1992년

•농식품부에서‘신지식농업인’

발굴₩육성계획수립,

2010년까지 307명 선발

정책

지원

•영농규모확대, 시설₩장비

현대화

•영농기술₩합리적경영기법

도입

•이들의성공모델을네트워크화

하여타농업인들에게전달

성과

•농업구조개선촉진

•경영전문화₩규모화

•국제경쟁력강화

•농업-농촌변화주도-제도

발굴, 선진농업기반구축

•농업경쟁력제고

농업인정책지원과성과

다.농업법인의현재와미래

현행농업법인은조합법인과회사법인의두가지형태가있다. 정

부는농업법인에대하여세제혜택및농지소유허용등의정책지원

을실시하고있다.

농업법인제도는농업구조를개선하기위한보완시책으로1989년

농어촌종합대책에서처음제안되어1990년‘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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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정되면서제도화되었다. 이법을통해당초협업경영을위한영

농조합법인과 영농대행을 수행하는 위탁영농회사를 도입하였지만

1994년에동법개정으로위탁영농회사가농업회사법인으로명칭이

바뀌었다. 

영농조합법인은농업인들이자율적으로설립할수있는협업경영

체다. 1990년 당시에는소규모영세농의협업농으로출발하였으나

1993년과1994년의법개정으로설립요건, 조합원자격, 사업내용

등이크게확충되었다. 영농규모 1ha 미만의농가만이조합원자격

이있다는요건을폐지시킨것. 사업영역이확대되어인접시·군의

지역조합설립, 농산물의가공·판매·수출등이가능해졌다. 또한

1995년 6월시행령공포에의하여조합원자격에규정한영농경력,

거주제한등이폐지되고준조합원제도가도입되었다.

당초위탁영농회사는농업생산활동을할수없고농기계수탁작

업만하도록규정하였으나, 1994년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개정으로

농업회사법인으로명칭이바뀌었다. 영농조합법인과동등한농업경

영주체로인정받게된것이다. 이어1996년농지법시행에따라농

지소유도가능해졌으며, 1999년에는주식회사형태의농업회사법인

에대해서도농업인주도의경영을하는경우에한하여농지를소유

할수있도록하였다.

특히농업회사법인이자본기술집약적인농업경영을할수있도록

장려하기위하여현재10분의9까지허용되고있는비농업인의출자

제한규정을지속적으로완화하고있다. 따라서기업형농업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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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영농조합법인 농업(어업)회사법인

형태 농업인들의자율협업경영체
비농업인출자포함한농업경영체

(영농조합법인과동등한자격)

설립

조건
농업인 5인이상의조합원

- 기업형농업경영, 유통·가공·

판매를원하는자

- 농업인의농작업대행자

사업

영역

협업을통한생산성증대, 

출하·가공·판매·수출

위탁 - 수탁형농업생산, 유통

및가공·판매·수출까지가능

변화

핵심

영세농의협업농(규모 1ha 

미만의농가)으로출발→

영농경력, 거주제한등폐지

세제혜택및농지소유허용

지원

핵심

창업보육혜택(자금, 교육, 영농컨설팅, 농지-설비, 세무-법률자문)

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Inno-biz) 인증제도에의한정책우대

인의출현도머지않아보인다. 

농업법인은중소기업육성차원에서지원을받을수도있다. 특히

지방의농업법인이창업보육혜택을받는데있어불편을최소화하기

위하여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를권역별(2009년에9개소)로운영하

고있다. 이과정에서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Inno-biz) 인증제

도의 농업분야 평가지표를 신설하여 체계화시켰다. 선도 농업법인

이인증을받고중소기업청에서운영하는정책사업의우대를받을

농업법인의형태와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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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젊은 인력이 농업에 진입하는 방법은 농가를 승계하는‘상속후계’와 농가를 창설

하는‘창업후계’두가지가있다. 

2.농업경영방식은단독으로할수도있고협업의장점을추구할수도있다. 어떤 경

우든국가정책의방향과전략을이해하고협력해야시너지가창출된다.

3.우리나라는 20만호 정도의 전업농이 유지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매년 6천~7

천 명의후계농업경영인이신규로진입해야한다.

4.젊은인력이농업에진입하려면미래비전이있어야하고사회보장대책도필요하다.

5.정부는 후계농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2009

년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선발조건을 45세 미만으로 단일화했고 농업경력 요건도

10년 미만으로통합, 단순화했다.

6.신지식농업인은 지식과 정보·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성공한 농

업인으로, 이들의 성공모델을 네트워크화하여 일반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전파하고

있다.

7.농업법인은 조합법인과 회사법인 두 형태가 있는데 각종 세제혜택과 농지소유 등

의정책지원과중소기업육성차원의각종지원을받을수있다. 과감한 투자가필

요한 자본기술집약적 농업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농 이상의 법인체 역할이 중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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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있도록체계화한것이다.

농업법인은가족농(농가)을보완하는농업경영형태로서우리나라

농업발전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특히과감한투자가요구되는

자본기술집약적농업경영을선도적으로실천함으로써한국농업의

국제경쟁력을높여나갈수있을것이다.

Summary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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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진입단계 창업단계 성장₩발전단계

주요대상 귀농·창업희망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및CEO 성장희망자등

경영계획

및

자금준비

교육

및

정보제공

후계농업경영인

기본역량

후계농업경영인

실무역량

●농산업인턴제

- 만 18~44세

- 미취업자또는농고및농대재학생

- 선도농가월60만원지원

- 선도농가및인턴신청절차안내

●농업경영인의필수마인드 - 후계농업경영인이갖춰야할기본마인드및준비단계

●지역사회네트워크만들기- 성공의지름길네트워크만들기전반

●농업경영계획실무매뉴얼 - 농장및농업경영체효과적운영위한농업계획수립방법 ● 알기쉬운농업회계와세무- 농업경영인이반드시알아야할기본세무와회계관리방법

●농지은행활용전략 - 정책및세부절차 ● 농업정책자금활용전략 - 농업정책자금형태및농신보신청조건

●후계농업인이반드시알아야할법률- 품목별, 상황별로알아야할법률및관련사례

부록 ●온라인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Agrix활용법 ●유관기관및단체안내

●귀농·귀촌교육프로그램

- 실습형·합숙형교육과정및기관안내

●2010년후계농업경영인교육안내

- 신규후계농·예비후계농·우수농업경영인교육프로그램안내창업자금이해, 수입창출, 마인드, 마케팅혁신전략, 농업회계등

●2010년농업인교육안내

- 창업·경영·마케팅 / 조직화·리더십·농촌 / 친환경·품목기술분야별교육안내

●2010년농업마이스터대학교육프로그램안내

- 9개대학, 23개캠퍼스, 85개전공안내농업현장에서바로적용할수있는밀착형기술교육안내

●2010년현장실습교육프로그램안내

- 3개전국대표실습장, 13개선도농가실습장선도농업인의전문기술과핵심노하우등현장의전문기술습득

●지자체등교육프로그램- 지역별특성에맞는차별화된교육안내

●후계농업경영인지원사업

- 만 18세~45세미만

- 영농경력 10년미만

- 정책설명및절차안내

- 선정평가방법및절차안내

- 선정이후 7년지원

- 최대 2억원 (연리 3%, 3년거치 7년분할상환) 

●우수농업경영인추가지원사업

- 후계농선정5년이상농업인 (현재영농종사자)

- 정책설명및절차

- 필요준비사항등안내

- 시설개보수금8천만원 (연리 3%, 5년거치 10년상환)

●온라인교육프로그램

- 통합농업교육정보서비스 (www.agriedu.net) : 귀농·귀촌필수·추천교육과정및한결이네귀농일기등

- 천안연암대학귀농지원센터 (www.uiturn.com) : 도시민농업창업교육프로그램

- 농촌진흥청농촌인적지원센터사이버교육 (http://hrd.rda.go.kr) : 각품목별영농기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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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맞는

성장단계별
맞춤형정책서비스

Chapter 3 

농업발전을이끌어나갈유망한예비농업인과우수한농업경영인을발굴하는것은무엇보다중요하다. 이들을

발굴하고육성하기위한정책적지원은영농자금, 교육, 컨설팅, 복지서비스등종합적으로추진되고있다. 자신

의영농형태와성장단계를잘확인해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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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농업인력육성정책은진입-창업-성장·발전의3단계로

나뉘어져있다. 각단계별로수요자(예비후계농업인, 창업농업인,

후계 농업인)가 실제 원하는 부문(교육, 자금, 인프라)을 맞춤형으

로지원하는것이다.

진입단계는농업을새롭게시작하는신규농업창업자들이안정적

으로농업·농촌에정착할수있도록현장경험기회를제공하는단

계다. 이를위한지원으로농산업인턴제사업이있다.

창업₩전문성개발정책서비스1

신규농업인이안정적으로농업에정착할확률은어느정도일까? 결론부터말하면그리높지

않다는게현실이다. 신규농업인이농업에안정적으로정착하기위해서는어떠한방법이있

을까? 무엇보다 자신의 현재 영농단계가 어디쯤에 와 있는지 확인하고 내게 적합한 맞춤형

정책서비스를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영농의 진입-창업-성장·발전단계에 따른 정책

서비스는어떤것들이있고어떻게활용하면좋은지알아보자.

▶내게적합한정책서비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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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맞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정책서비스

1 창업₩전문성개발정책서비스_29

※지원내용및지원자격등을상세히알아보고자신에게맞는단계를판단하여

사업신청방법, 절차등을꼼꼼하게확인해야한다.

진입 진입 성장·발전

정책서비스

정책목적

지원자격

•농산업인턴제지원사업

•만 18세~ 45세미만

•미취업자또는농고

및농대재학생

•안정적농어촌정착

•농어촌일자리창출

•타산업우수인력유인

•만 18세~ 45세미만

•영농경력 10년미만

•젊고우수한예비농업인

발굴을통한정예농업인력

육성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우수농업경영인추가지원사업

•선정된후5년이상경과된

후계농업인(현재영농종사자)

•선정된후계농업경영인의지속

적지원을통해유능한미래

농업전문인력확보및유지

단계별맞춤형농업인력육성전략

창업단계는예비농업인및우수농업경영인발굴을위해신규및

기존농업인을대상으로한단계다. 이를위한지원으로후계농업경

영인육성사업이있다.

성장·발전단계는후계농업경영인으로선정된농업인의경영규모

확대및경영개선을지원하는단계다. 이를위한지원으로우수농업

경영인추가지원사업이있다.

정책 /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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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업인턴제지원사업

농산업인턴제는농업을새롭게시작하는신규농업창업자들을대

상으로실제영농을체험하게도와주는사업으로잠재농업인력들

이현실감과자신감을갖도록유도함으로써농업부문신규인력유

입을촉진하려는목적으로추진되고있다. 인턴대상자는일정한보

수를받으면서선도농가의농장에서영농체험을할수있고(인턴을

채용하는) 선도농가는정책적지원에의한부담금최소화로일손부

족을해결하는장점이있다.  

인턴대상자는사업시행년도1월 1일현재만18~44세이하의미

취업자가신청할수있고농업계고교생(3학년)과농업계대학재학

농업계 학교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영농을 준비하는 초보 농업경영인이

영농에쉽게진입할수있는방법은없을까? 영농진입시에는영농기반

마련, 기술습득등영농에관한철저한준비가선행되어야한다. 선도농

가로부터영농기술은물론마인드까지현장의노하우를전수받을수있

는농산업인턴제에대해알아보자.

가.진입단계

▶영농진입시필요한정책서비스는?

Tip

▶정책지원사업을

‘나’에게적용하기전에

지원사업은 크게 3단계

로 구분돼 있지만 명확

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

도있다. 가령,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의 경우‘성

장 발전 단계’대상자에

게 국한된 것은 아니므

로본인에게필요하다고

판단되는경우정책담당

자에게세부사항을알아

보는것이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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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맞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정책서비스

생이포함된다. 또, 농림수산식품부의도시민농업창업과정을이수

한사람은연령과상관없이이수후3년간신청이가능하다.  

선도농가도일정한자격을갖추어야한다.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창업농업경영인, 농업법인등중에서 5년이상의영농경력을바탕

으로전문적기술과교육자적소양을갖춘경영주들이대상이다. 

이인턴사업의핵심은현장경험에있다. 조기에영농을체험하고

영농정착지원프로그램을활용할경우보다빨리농업경영의안정

을이룰수있다는점이매력이다.

농산업인턴제는영농경험이상대적으로부족한젊은인력들이활

용할 정책사업이다. 선도농가를 통해 농업기술과 경영방식을 전수

받는한편, 정서적측면에서도큰도움을받을수있다.

지역별농업기술원이나농업기술센터에서는인턴들을위해다양

한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기도한다. 예를들면, 선도농가들의시련

극복사례발표회같은교율으로인턴경영인들의영농에대한자신

감을부여하는것이다.

선도농가에서충분한경험을쌓은인턴농업인들이전문인력으로

자리를잡고우수농업경영인으로성장하게되면이들이자시선도

농가로서후배농업인들을위한길잡이역할을하게된다. 이처럼농

산업인턴제는농업경영의선순환구조를위해꼭필요한사업이라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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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지원

자격

인턴

대상자

선도

농가

•시행년도 1월 1일현재만18세~44세이하의미취업자

•시행년도3월 31일현재농고(3학년) 및농업계대학

재학생

※농림수산식품부의도시민농업창업과정(귀농교육)을이수한자는

연령제한을두지않고이수후 3년간신청가능

※신청자격이없는자 : 한국농업대학졸업(예정)자, 후계농업경영인

으로선정된자, 선도농가로선정된자의자녀, 배우자, 본인및배우자

의직계존속또는형제자매의경영체에서인턴을수행하고자하는자

•신지식농업인(수산신지식인포함), 전업농(전업경영인

포함), 창업농업경영인(선도우수경영인포함) 및농업

법인등으로서농업기술센터에서추천한조건을갖춘

농가(일정한농장규모를갖춘경영주, 지역의신망이

있고교육자적소양을갖춘경영주, 5년이상의영농·

영어경력과전문적기술을갖춘경영주, 인턴에게

숙식을제공할수있는여건을갖춘경영주)

※농업기술센터의추천이필수임

신청방법과절차를꼼꼼히알아봅시다

지원내용을자세히알아봅시다.

구분 내용

인턴

대상자

•선도농가의지도하에현장실습

•최대24개월이내(일일 8시간, 주 40시간)

•월 120만원

(국고 60만원, 월보수의50% 이내를선도농가에지원)

선도농가

•농촌일손부족문제해결

•최소의자부담금으로인력채용가능

(국고지원 70%, 지방비보조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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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신청

기관

신청

기간

신청

서류

•인턴및선도농가의주사업장소재시·군(읍·면)의

담당과

•인 턴 : 농산업인턴제연수신청서

•선도농가 : 농산업인턴채용자(선도농가) 지정신청서

농산업인턴제선도농가운영계획서

•시행년도 1월 1일~2월 25일
※신청기간이경과하였더라도신청이가능

구분 내용

심사

선정

·

약정

체결
선도

농가

인턴

대상자

연수 인턴

이행

대상자

선도

농가

•인턴신청(읍·면) →시·군별인턴대상자선정→

3자약정체결(시장·군수(갑), 인턴대상자(을), 선도농가(병)

※심사및선정기준은농과계학교(고등학교, 전문대, 농대등) 졸업자,

연령낮은자, 후계농업인자녀순

•농업기술센터추천에의한선도농가신청(읍·면) →

시장·군수최종선정→인턴희망자연계가능한선도

농가약정체결

※인턴대상자의희망을최대한반영해선정, 1농가당인턴숫자는

5인이내

•약정계획에따라교육·연수등인턴과정성실히이행

•시·군실시집합교육참여선도

•시·군실시집합교육참여

- 1개월단위로농산업인턴제추진상황보고서제출

(시장·군수에게익월 10일까지)

※해당지역사정에따라신청시기등이변경될수있으니자세한사항은해당시·군에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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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업인턴제궁금증해결! A to Z

사업신청단계

사업대상자가되려면어떤자격과조건을갖춰야하나?

A 농산업인턴제사업은농업인력의선도농가실무연수및농업신규

인력유입을목적으로추진하는사업으로인턴대상자와선도농가

모두가사업대상자라할수있다. 각대상자별로아래의지원자격

및요건을충족해야한다.

구분 지원자격및요건

인턴

대상자

선도농가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창업농업경영인및농업법인등으로서

농업기술센터가추천한다음의조건을갖춘농가(경영체)

- 농장규모를갖춘경영주(경영규모는미달하더라도선도농가로서

적합하다고판단되는경우선정가능)

- 지역에서신망이있고, 교육자적소양을갖춘경영주

- 5년이상의영농경력과전문적기술을갖춘경영주

- 인턴에게숙식을제공할수있는여건을갖춘경영주(선택사항)

Q1

•사업시행년도 1월 1일을기준으로만 18세~ 44세이하의

미취업자또는사업시행연도3월 31일농고(3학년) 및농업계

대학에재학중인자

※농림수산식품부의도시민농업창업과정을이수한자는연령제한을두지않고

이수후 3년간사업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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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자격이없는대상자는?

A 한국농업대학 졸업(예정)자,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자

녀, 배우자, 본인및배우자의직계존속또는형제자매의경영체에서

인턴을수행하고자하는자는신청자격이없다.

인턴대상자및선도농가의지원내용은?

A 인턴대상자는선도농가로부터일정금액의보수를받으며선도농

업기술을전수받을수있다. 인턴기간은최대24개월이내로진행

된다. 약정체결은 10개월을원칙으로하되, 인턴희망시예산을고

려하여 12개월까지약정하고, 익년도까지는최대 24개월까지허용

한다. (단, 12개월초과분은익년도예산으로약정추진) 

선도농가는인턴 1인당월 60만원한도의금액을지원받는다. 월

보수의50% 이내로연간6백만원까지, 예산이허용되면720만원까

지지원이가능하다. 이때, 선도농가는반드시인턴에게정부지원금

이상의금액을월보수로지급해야한다.

구분 지원내용

인턴

대상자

•인턴은선도농가의지도하에24개월이내의현장실습

(단, 약정체결은 10개월을원칙으로하되, 인턴희망시

12개월~24개월까지허용)

선도농가
•인턴 1인당월60만원한도지원

(월보수의50% 이내로연간600만원~720만원까지지원)

Q2

Q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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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을위한체계는어떻게되나?

A 농산업인턴제사업은농림수산식품부, (광역)시·도, 시·군이사

업주체가되어진행된다. 농림수산식품부가사업기본계획을수립하

여시·도에사업량을배분하여시달하면시·도는이를토대로세

부시행계획서를 수립, 시·군에 사업물량을 배분하고 사업에 대한

홍보를진행한다. 

사업시행주체인시·군은인턴·선도농가의신청접수및선정, 농

가와의약정체결및사후관리에이르기까지현장에서사업을진행

하고관리감독하는기능을담당한다.

따라서인턴과선도농가는시·군(혹은읍·면)에 사업을신청하

면된다.

사업주체 추진내용

농림수산

식품부

•사업기본계획수립및사업총괄

•시·도별사업량배분

시·도
•시·도별세부시행계획수립

•시·군·구간사업물량배분및사업홍보

시·군
(사업시행주체)

•인턴선정대상자·선도농가신청접수및선정, 인턴선정대상·선

도농가와의약정체결및사업사후관리

•읍·면·동이인턴및선도농가대상자추천가능

Q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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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및선도농가의구체적인신청방법은?

구분 내용

신청서류 •접수처시·군(읍·면) 사무소비치

신청기관 •인턴및선도농가의주사업장소재시·군(읍·면)의담당과

신청기간
•매년 1월 1일~ 2월 25일

※상황에따라신청접수일정및기간을변경가능

신청시

제출서류

•농산업인턴제연수신청서

•농산업인턴제채용자(선도농가) 지정신청서

•농산업인턴제채용자(선도농가) 운영계획서

※운영계획서 : 선도농가의주작목및기술현황, 실습사항, 교육의주요내용및목

표, 인턴의기대효과를포함시킴

A 인턴대상자와선도농가신청자는시·군(읍·면)사무소에비치된

신청서류를작성한다. 

선도농가의경우농산업인턴제채용자운영계획서작성시선도농

가의주작목및기술현황, 실습사항, 교육의주요내용및목표, 인턴

의기대효과를포함하여작성해야한다. 작성된신청서류는신청기

간을숙지하여인턴및선도농가의주사업장소재시·군(읍·면) 담

당과에제출해야한다. 

Tip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대상자로선정돼사

업계획서를제출한다음

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계획서변경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

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사전에실행가능성을철

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Q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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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업인턴과선도농가대상자선정의기준과절차는?

A ▶농산업인턴대상자

시장·군수는인턴대상자선정을위한시·군별후보자목록을작

성하여예산의범위내에서인턴대상자를선정한다. 인턴대상자선

정순서는다음과같다.

인턴대상자선정은선도농가와의약정체결을통해최종선정된다. 

※약정체결시에는인턴대상자의희망을최대한반영하되, 전담연수를위하여가급

적선도농가당5인이내의인턴이배정된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선정된인턴을

대상으로인턴과정중의지도, 애로사항등에대한상담을진행한다.

▶선도농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선도농가 신청서의 행정기관 확인) 받은

선도농가후보자를대상으로하여, 시장·군수가최종선정한다.

시장·군수는선정된선도농가중인턴희망자와연계가가능한농

가를대상으로약정을체결하여사업을추진한다.

시장·군수는선도농가목록을관리하여, 향후인턴포기자및사

업 변경시 활용하되, 시·도지사는 시·군으로부터 선정된 선도농

가목록을취합하여농림수산식품부에보고한다. 

인턴대상자우선선정기준

①농과계학교(고등학교, 전문대, 농대등) 졸업자

②연령이낮은자(농과계고교재학·휴학중인자제외)

③후계농업경영인자녀

대상자선정단계

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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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①시장·군수는인턴대상자선정및선도농가지정을완료한후

선도농가가 제출한 인턴운영계획서, 소개자료 등과 인턴대상자가

제출한농업인턴제인턴신청서를서로교환·열람하도록하여충분

한판단기회를제공한다. 

② 인턴대상자및선도농가는협의를거쳐가약정서(가계약서)를

3부작성하고, 시장·군수는약정체결을원활히할수있도록정보

를제공한다.

※약정기간은최소 1개월에서최대 10개월까지를원칙으로하며, 개월단위로약정

한다. 1개선도농가는가급적5인이내의범위에서인턴채용이가능하다.

③선도농가는가약정서와함께필요시당초제출하였던농산업인

턴제인턴채용자(선도농가) 운영계획서를재작성·첨부하여시장·

군수에게약정을승인요청할수있다.

④시장·군수는선도농가로부터가약정서및첨부문서를제출받

아사실관계를확인하고, 인턴운영계획서및약정서의내용을검토

하여하자가없는경우약정서에날인하고약정쌍방에통보함으로

써약정을승인한다. 

※시장·군수는선도농가, 인턴과약정을체결시지원금액을결정해야한다.

약정체결단계

인턴대상자와선도농가의약정체결은어떻게이뤄지나?

인턴, 선도농가

인턴↔선도농가매칭
➞

인턴, 선도농가

약정서작성
➞

시·군

약정승인

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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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대상자와선도농가의약정체결시필수확인사항은?

A인턴약정시선도농가가전액부담하는 (농업인)안전공제가가입

되어있는지확인하여야한다. 그비용은선도농가가전액부담하도

록해야한다. 

※농업인안전공제란산재보험이적용되지않는농업인을대상으로농작업중발생하는

각종 재해로부터 농업인의 신체상해·의료비를 보장하는 농업인을 위한 농촌 복지

공제보험상품임

인턴대상자와선도농가의약정체결이불가한경우는?

A인턴과선도농가의관계가자녀, 배우자, 본인또는배우자의직계

존속및형제자매인경우에는약정체결이불가능하다.

인턴대상자와선도농가의약정체결이무효되는경우와

조치방법은?

A중대한허위사실로체결된약정은무효가되며기지원금액전체

를회수하게된다. 

시장·군수는당초약정에도불구하고사업의목적달성이불가능

할것으로판단되는경우또는불가피한사정이있는경우에약정을

해지·변경하고필요시추가약정체결을추진할수있다.

Q2

Q3

Q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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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맞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정책서비스

약정서변경이생겼을때어떻게조치하나? 

A약정서상에정해진사정변경사유혹은약정쌍방의합의에따라

중요약정사항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약정체결및지원금액결정

시와같은방법과절차에따른다.

중요약정사항외의변경사항이발생했을경우는선도농가가약정

서 변경안및 첨부문서 사본, 약정변경 이유서(서식자유, 약정쌍방

서명날인) 각1부를시장·군수에게제출해야한다.

※인턴대상자및선도농가는당초약정에도불구하고합당한사유가있을경우재약정

이가능하며, 이때최소 1개월전에시장·군수에게사유서를제출하고이후타인턴

대상자및선도농가와약정체결을추진한다.

중요약정

사항변경

약정금액, 실습사항, 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 인턴의 기대효과에

관한약정의변경, 기타약정의본질적요소라고인정되는사항

Q5

Q6 인턴대상자와선도농가의약정이행사항은?

A선도농가는약정서에정해진계획에따라교육·연수를제공하여

야하며인턴대상자는인턴과정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

선도농가는 1개월단위로추진상황을파악하여‘농산업인턴제추

진상황보고서’를작성하여익월10일까지시장·군수에게제출해야

한다.

선도농가와인턴대상자는시·군에서실시하는소정의집합교육

에참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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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선도농가가1개월단위로해당시·군에‘농산업인턴제추진상황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시·군은 약정서(변경약정서) 및 농림수

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제4조를근거로검정을실시한후확

인을통해보조금을집행한다. 

시·군은선도농가에서인턴에게매월지급하는금액의 1/2 한도

로월60만원까지지원하되, 선도농가가‘농산업인턴제추진상황보

고서’(사업추진기간완료후에는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1주이내

에현장확인후허위사실, 약정불이행등보고서내용과상이점이

없는경우지급하게된다. 

현장 확인 후 사업수행계획서, 추진상황(결과)보고서와 상이점이

발견될경우, 경미한하자에대해서는보고서재작성혹은약정의이

행을촉구하게된다.

약정의본질적내용에대한혹은사업의목적일탈이라고판단되

는사항에대해서는시장·군수가 1차시정촉구후에도시정이안

될경우보조금지급을중단하게된다.

시·군은선도농가의자부담액을먼저집행토록한후선도농가의

사업비신청방법및절차는?

선도농가(자부담)

인턴대상자

월급지급

➞

선도농가

농산업인턴제

추진상황(결과)보고서

입금확인서제출

➞

시·군

결과보고서

(증빙) 

접수·검정

➞

시·군

선도농가

보조금지급

Q1

사업비집행및점검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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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맞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정책서비스

통장사본또는금융기관에서발행한송금자와수취인확인이가능

한입금확인서를확인한후보조금을지급하게된다. 

시·군의불가피한사정으로일단위로보조금이집행되는경우선

도농가가인턴에게지급한금액을기준으로50% 범위내에서월60

만원한도로일할계산하여지급받을수있다. 선도농가는시·군에

인턴추진결과를사업추진종료후10일이내에제출해야한다.

어떤경우에지정또는선정이취소되는가?

A시·군에서추진상황보고서및자체조사를실시하여운영기간3

개월이경과한시점까지운영내용이부실한경우개선을촉구하고,

그후로도개선이없을경우에지정및선정을취소한다.

귀책사유가선도농가에있을경우약정을해지하고, 향후인턴배

정시대상에서제외하며, 인턴대상자는타선도농가에알선한다. 

귀책사유가인턴대상자에게있을경우약정을해지하고인턴대상

자선정을취소한다. 

다음항목에해당되는선도농가/인턴대상자는지정·선정을취소

하고보조금을환수조치한다.

Q2

구 분 지정·선정취소사유

선도농가

인턴대상자

•신청서또는관련보고서등을허위로제출한경우

•현장실습을하지않은경우

•인턴제운영을허위로조작하여보조금을지원받은경우

•인턴사업참여기간과동일한기간내에다른일자리창출사업, 

실업급여, 민간일자리등에중복참여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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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점검및사후관리는?

A시·군은약정기간중약정쌍방의약정이행여부를지도·감독하

고사후제출서류를보관·관리한다. 또한선도농가및인턴대상자

에대한지속적인관리를통해선도농가pool을구축하여인턴대상

자가후계농업경영인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한다.

2011년농산업인턴제지원사업신청방법및절차는?

A2011년농산업인턴제지원사업의신청방법및절차는아래와같다.

▶신청서제출기관

•접수기관 : 인턴및선도농가주사업장소재시·군(읍·면)

•접수기간 : 2011. 1. 1∼2. 25

▶신청자격 : 2010년 대상자와동일함

▶추진절차개요

•사업대상자선정 : 시·군이인턴대상자와선도농가를연계

※선정절차 : 시·도로인턴사업량배정(농식품부) →시·군으로사업량재배정(시·도) 

→선도농가및인턴희망자신청접수(시·군) →필요시사업량조정(농식품부, 시·도) 

→인턴대상자및선도농가확정·시행(시·군)

▶구비서류

•인턴대상자 : 농산업인턴제연수신청서(별지제1호서식)

•선도농가 : 농산업인턴제인턴채용자(선도농가) 지정신청서(별지제2-1호서식) 및

농산업인턴제선도농가운영계획서 (별지제2-2호서식)

Q3

Q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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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단계_ 농수산대학을통해체계적인학습부터

경북영주에위치한오남매농장은사과를주요품목으로재배하고있다. 영주는황상일대표의고향으로

아버지대부터과수원을운영해왔다. 서울에서평범한회사원으로근무하던중독립적인시간과개인공간을

갖고싶어귀농을결심했다. 정착에앞서보다전문적인지식을학습하기위해2005년한국농수산대학에진

학했다. “3년간의학교생활은유익했죠. 자연스럽게형성된인맥으로졸업후에도각자의지역에서터득한

농사와관련된정보를교환하고있습니다. 목표가같다보니서로의지가되는것같아요.”

황대표는과수원에돌아와심기시작한1~3년차묘목관리에신경을집중하고있다. 새로운품종을구입

해시험삼아심어보기도하고, 열매에충분한영양이가도록가지치기도부지런히해주고있다. 

자금확보_ 지원적었지만십분활용하려노력

정부에서마련한창업후계자육성사업중저리자금대출프로그램이있다. 5~6주동안실시하는교육을듣

고시험을거치면성적에따라자금이차등지원됐다. 황대표는7100만원을지급받아개인농지를마련했다. 

“시험에서좋은성적을기록해도담보가없는경우에는이마저도포기해야합니다. 만35세이하를기준으

로신용상태에따라대출금이차등지급되는데, 과연35세이하가가질수있는재산은얼마나되겠으며, 신

용은얼마나좋을까요. 젊은창업인을위한프로그램이라면기준을보완했으면싶습니다.”

하지만지원이크고작은데신경쓰기보다는알뜰하게활용하는마인드가중요하다고덧붙인다. 

경북영주에서사과과수원을운영하고있는

황상일대표. 오남매의막내로과수재배는

이제3년을넘긴초보농업인이다.

25년간과수재배에전념해온아버지와함께

농장을꾸려가고있다. 귀농후깨달은농사란, 

판매를위한‘장사’가아니라기르고거두는

시간의‘정성’이라고말한다.

“성공의첫째조건은작물에대한애정
이다”

황상일오남매농장대표

현장사례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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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_ 지역사회에흡수되기위한과정

태어난 고향으로 귀농했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대한 어려움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연고가없는지역으로귀농한분들에게는“많은노력을시

도해야할것”이라고강조한다. 

“시골은어르신들이많은폐쇄적인공간이죠. 정은많지만간섭이심

하지요. 나이차이도들쑥날쑥하다보니도움을받기위해서는유대관계를돈독히해야합니다.”

황대표는마을어르신들, 최근귀농한선·후배와함께종종공통된주제를가지고모임을마련하고있

다. 대부분술자리로이루어지지만진지한대화가오고간다. 근황을비롯해소소한얘기부터획기적인아이

템도이곳에서쏟아진다. 3년차의초보농부이기때문에아직은일방적으로도움을받는수준이다. 

경영마인드_ ‘인력-자본-자신감’의귀농 3박자

황대표가짧은경험속에가진경영마인드몇가지를정리했다. 

첫째, 과수는일반농산물과는다르게시간이오래걸리는작물이다. 나무를심은후3년은준비기간이

라고생각하고여유를가져야한다. 품종의선택도주요사항이다. 보통귀농준비를하는사람들이사과묘

목을구입할때종묘인의말을듣고사게되는경우가많은데, 검증된품종이아닐경우에는이부분을조

심해야한다.

둘째, ‘기본에충실하는것’이다. 땅에는제초제를쓰지않고, 나무에는영양제를주지않는다. 인위적인

물질을주입한사과는결국유통단계에서드러난다는게황대표의논리다.

셋째, 농업경영의3가지조건으로‘인력-자본-자신감’을꼽는다.

“키우고수확할수있는사람이있어야할것이고, 귀농시필요한기초자금을비롯해생활비, 교육비에대

한지출도꼼꼼히따져야합니다. 자칫귀농을오해하는사람들이있습니다. 편하고자유롭게생활하기를원

한다면귀촌을해야겠지요.”

거름중에가장좋은거름은발걸음이라며부지런하게주인의발걸음소리를전해주라고권한다.

내게 맞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정책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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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농업발전을 이끌어나갈 예비 농업인 및 우수 농업경영인 발굴을

위하여일정기간(7년) 동안교육, 컨설팅, 영농자금, 복지서비스등

종합적인지원을통해정예인력으로육성하는사업이다.  체계적이

고전문화된정책서비스를받아전문농업경영인으로거듭나고자

한다면이사업들에관심을가질필요가있다. 

또한정부는젊고우수한인력의적극적인사업참여를유도하기

위해‘후계농업경영인산업기능요원제도’를활용하고있다.

매년농업창업시장은다양한형태로발전되어왔고수많은성공사례도

발굴되어벤치마킹되고있다. 여기에, 농산물개방등급변하는대내·외

환경변화로 인해 농업창업에 대한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다. 따라서 본

격적으로 농업창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무엇보다 치밀한 사업전략 수립

이필요하다. 성공적인창업을위해서는농업교육, 컨설팅, 영농자금, 영

농기술 등 체계적인 정책지원을 받는 게 좋다. 농업창업단계 시 지원되

는정책서비스에관한내용과준비절차를알아두자.

나.창업단계

▶농업창업시필요한정책서비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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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맞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정책서비스

구분 내용

지원

형태

창업기반

조성비용

농업교육

컨설팅

•자금지원 : 최대 2억원 (운전자금은총대출금액의20% 이내)

※상기대출한도내에서전액대출또는여러건으로7년동안분할대출가능

- 대출기간 : 3년거치 7년분할상환

- 대출금리 : 연리 3%  
※실제대출금액은신청자의담보및신용상태에따라평가를통해결정됨

•교육·컨설팅비용일부지원 (지원형태및방식은별도안내)

•농지구입

- 농지법제2조제1호의논, 밭, 과수원및임야

※경매또는공매에의한농지구입비도포함

※임야를개간하여농지로전용허가를득한경우구입비지원

•시설설치

- 하우스·온실설치, 과원조성, 버섯재배사·저장

시설·관수(농업관용관정포함)시설등영농기반

시설의설치

※기존영농시설물구입비지원

•가공시설

- 농식품가공·제조용기계구입및가공시설설치등

•정보화

- 홈페이지개발, 컴퓨터등전산장비구입등정보화

촉진및서비스제공등에소요되는자금등

•운전자금

- 묘목및종자(화훼묘포함) 구입등농업창업에

필요한소요비용등경영에소요되는자금

※운전자금은총대출금액의 20% 이내

세부

지원

내용

창업기반

조성비용

경종

분야

지원내용을자세히알아봅시다.

▶시설자금

농업인이농축산물을생

산, 저장, 운반, 가공, 판

매 및 연구 개발하는데

필요한 토지의 매입 및

시설물의설치(신·증축,

매입, 수선등을말함)에

소요되는자금

▶운전자금

농업인이농축산물을생

산, 저장, 가공, 판매 및

연구개발하는데필요한

원재료비, 인건비 등에

소요되는자금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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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원

내용

창업기반

조성비용

축산

분야

농업교육

및

컨설팅

비용

•교육비지원

- 농림수산식품부주관또는지정한교육기관의교육과정참여시

교육비지원

※해당교육기관에서발급한수료증을제출하는경우보조금지원

•컨설팅지원

- 농업창업계획서수립, 농업생산기술및유통·가공분야의전문

적인기술문제와일상적인(현장애로기술) 문제해결등을위한

경영컨설팅업체의자문비용지원

•토지구입

- 축사신축용토지및초기·사료포조성용토지

구입비

※축사신축용토지는사업주관기관이사업계획서에의거

정상적으로축사신축이가능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

한하여지원

•시설설치

- 축사신축및기존시설·개보수, 오·폐수처리시설

등축산기반시설의설치

※기존축사구입비및경매또는공매에의한축사구입비

지원(부지제외)

•정보화

- 홈페이지개발, 컴퓨터등전산장비구입등정보화

촉진및서비스제공등에소요되는자금등

•운전자금

- 농업창업에필요한소요비용등경영에소요되는자금

※운전자금은총대출금액의 20% 이내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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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맞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정책서비스

구분 내용

지

원

자

격

신

청

연령

병역

영농경력

교육실적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신청

서류

경영

정보등록

※금융기관의대출심사를통해대출자격을인정받지못한사람, 농업이외의직업을겸하고

있는사람은위의자격요건을갖췄어도사업대상자에서제외

신청방법과절차를꼼꼼히알아봅시다.

•사업시행년도 1월 1일현재만 18세이상~ 45세미만인자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영농에종사한경력이없거나종사한지 10년미만인자

•농고·농대졸업자, 농업관련교육이수자
(시장·군수·구청장이인정한교육기관)

•농업경영장부작성, 경영일지등록자 (등록예정자포함)

•지원요건확인(해당읍·면, 농업기술센터) →전문컨설팅

업체자문및대출금취급기관의금융상담등을통한

사업계획수립(관내농협등) →사업신청서및사업

계획서작성제출(해당읍·면, 농업기술센터)

•각 1부 (자율사업신청서및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경영장부, 경영일지, 국민건강보험카드사본, 읍·면·

동장추천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등

평가시증빙서류제출신청

•연중신청가능

※통상매년초신청자모집(심의및선정) 공고가해당지역의읍·면

(또는시·군)의게시판, 홈페이지, 해당지역언론(신문·방송)을통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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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심사₩선정

사업지원

•신청자접수및추천(읍·면, 농업기술센터) 

→ 1차심사(시·군심의회) ↔평가의뢰(전문평가기관)

→2차심사(시·도심의회) →최종사업자확정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신청자는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www.agrix.go.kr)을통해

신청사업에대한진행정보

•창업기반조성비지원절차

- 후계농업경영인통보(읍·면, 시·군)

→설명회개최(시·군)

→융자금대출(대출기관)

※융자금대출절차

사업추진확인(계획서) 발급(읍·면·동) →사업추진확인(계획)서제출

(지역조합) →대출부적격여부검토(대출기관) →대출심사실시

(농업신용보증기금) →대출약정→대출금지급

•농업교육·컨설팅지원

- 사업비지원

※해당지역사정에따라신청시기등이변경될수있으니자세한사항은해당시·군에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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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맞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정책서비스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궁금증해결! A to Z

신청단계

사업대상자가되려면어떤자격과조건을갖춰야하나? 

A 농업발전을이끌어나갈유망한예비농업인및우수농업경영인을

육성하기위해서연령, 병역, 영농경력, 교육실적, 경영정보등록여

부에관한자격제한을두고있다.

아래기준중단하나라도미비사항이있을때는신청자격에미달

한다. 지원연령은사업을시행하는연도의1월1일을기준으로만18

세이상부터45세미만이다. (예 : 2010년을기준으로는1965년 1월

2일생부터1992년1월1일생까지)

병역은반드시필하였거나, 면제또는산업기능요원편입대상자가

해당된다.

영농경력은영농에종사한경력이없거나종사한지만 10년이내

여야한다.

교육실적은대학의농업관련학과나농업계고등학교를졸업하였

거나,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

수한실적이있어야한다.

경영정보등록은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에

따라농업경영정보를등록하였거나등록예정할농업인이어야한다. 

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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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자에서제외되는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선발심사과정에서전문평가기관을통해사업수행능력과

타당성을검증받지않은자

•지방자치단체의추천이전사업계획서에대한금융기관의대출심사를통해

대출자격을인정받지못한자 (이를위해사업신청전금융기관에대출여부를

확인받는것이중요하다) 

•금융기관에연체중인자또는파산등으로법적인면책을받아회생중인자

•전국은행연합회의‘신용정보관리규약’에따라연체, 대위변제, 금융질서문란

등의정보가등록되어있는자

•기타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융자를신청하거나대출자금을융자목적이

아닌용도로사용한자

•금융기관의대출(보증)한도초과로더이상대출이어려운자

•사업신청일기준농업이외의타산업분야에專業的직업이있는자

다만, 선거또는위촉에의하여선임된상근또는비상근근로자는제외

※농협등조합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등정부투자및출연기관등

•이미후계농업경영인으로선정되어자금을대출받은자또는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을자진포기한후3년이경과되지않은자

Q2

A 위조건을충족한다하더라도다음사항에해당되는경우사업대

상자에서제외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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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및방법은어떻게되나?

STEP 1

사업계획수립
➞

STEP 2

구비서류준비
➞

STEP 3

신청서접수

STEP 1 사업계획수립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 전에 전문컨설팅업체(또는 농업기술센터

등공공기관)의자문과대출취급기관의금융상담등을통해사업계

획(자본조달및투자계획포함)을수립하여야한다.

STEP 2 구비서류준비

※관련양식은관할읍·면사무소등에비치

※본인을증명할수있는신분증지참

Q3

•자율사업신청서 1부(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제 1호서식) 및사업계획서 1부

•대출신청자료 1부

•국민건강보험카드사본 1부

•경영장부

•경영일지

•읍·면·동장추천서 1부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은평가시유리하므로해당되는자는제출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일정은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

업은 연중 신청이 가능

하지만 통상 매년 초기

에접수를받고있다. 이

후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 선정사업 신청접수

(~3월 5일까지) → 시

₩군 추천(3월 20일까지)

→ 평가의뢰(3월 31일까

지) → 평가 및 결과제

출(4월 1일~5월 15일)

→ 추천대상자선정심의

(5월16일~5월 31일) →

사업대상자추천(6월 10

일까지) → 사업대상자

최종 확정 및 통보(6월

20일까지)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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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신청시기

접수처

•연중신청가능

•영농정착(예정지역포함) 지역의주소지관할읍·면사무소

단, 농정심의회가구성되어있지않은지자체는주소지

관할농업기술센터

STEP 3 신청서접수

※유의사항

- 사업신청접수는지자체의업무여건에따라변동가능하므로자세한사항은해당지자

체로문의

- 사업신청자는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 홈페이지(www.agrix.go.kr)에서신청

사업에대한진행상황및결과(선정또는취소)를조회할수있음

다른정책자금을받았을경우에도신청이가능한가?

A 후계농의경우에는사업시행년도에농림부의정책자금지원대상

자로선정되었을경우그대상에서제외함을원칙으로하고있으며,

정책자금을받았더라도전부상환하였을경우에는사업신청가능하

다. 또한, 정책자금지원대상자로선정된후사업시행전에미리선

정포기서를제출하여선정취소된자는지원대상에포함된다.

※ 이제도는보다많은농업인에게정부지원자금혜택을부여하기위하여도입했다.

다른정책자금기수혜자는이미농촌에정착하였음을의미하므로선정대상에서

제외하고있다.

※ 정책자금의범주는후계농업인선정등과같이시군농정심의회등을거쳐지원받은

융자금과농업종합자금등을포함한다. 

예) 쌀전업농에선정된자는신청불가

Q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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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후계농업경영인일경우부인의후계농신청이

가능한가? 

A 부부가동시에후계농사업을신청하거나, 남편이후계농으로선

정되어자금을지원받은후부인이후계농지원을신청할경우부부

의주사업품목이각각다를경우지원가능하다.

※부부의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 품목이 다르고, 독립된 경영체로 운영해야 한다. 이는

동일사업에대한농업정책자금중복대출등을예방하기위해서다.

도시민농업창업교육과정이수자와제대군인등은신청에

혜택이있다는데?

A 농림수산식품부주관도시민농업창업교육과정(천안연암대, 여주

농업경영전문학교)을이수한자는만45세연령제한과관계없이이

수년도를제외한향후3년간사업신청이가능하다. 

직업군인 중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전역희망자와 북한 새터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영농교육 훈련 등을 마친 자는 시장·군수의

시·군의판단하에자격요건등선정조건의변경이가능하다.

Q6

Q5

▶후계농업경영인의자격

후계농업경영인선정후

7년이 경과한 대상자는

후계농업경영인 졸업자

가된다. 또한선정된후

2년 이내 창업을 하지

않은 경우는 선정을 취

소하고, 향후 3년간 후

계농업경영인신청제한

을받게된다. 

단, 사업신청당시자금

신청을 하였으나 이후

사업계획실행에필요한

자금이확보되어대출을

실행하지않은경우에는

자격이유지된다.

농업 이외의 직업을 겸

한자는후계농업경영인

대상에서제외된다(다만,

농업회사법인등농업관

련 직종을 겸업하고 있

는경우는농업종사자로

본다).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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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되면어떤지원을받을수있나?

A 후계농업경영인은일정기간(7년) 동안창업기반조성비용및교육

비·컨설팅비용등을지원받을수있다.

창업기반조성비용의구체적인지원내용은?

A 창업기반조성비용은경종과축산두분야로나뉘어농지구입, 시설

설치, 가공시설, 정보화, 운영자금, 토지구입비등이지원된다.

경종분야농지구입의경우논, 밭, 과수원·임야구입등이해당되

며임야를개간하여농지로전용허가한경우, 경매또는공매에의

한농지구입의경우도구입비를지원받을수있으며영농기반시설

설치는물론기존영농시설물구입비도지원받을수있다. 

축산분야의경우축사신축용토지및초지·사료포조성용토지

구입등이해당된다. 단, 축사신축용토지구입시에는사업주관기

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신축이 가능하다고 인정

하는경우에한하여지원받을수있으며기존축사구입비및경매·

공매에의한축사구입비의경우도해당된다.

후계농업경영인

창업기반조성비지원

(농지, 시설, 가공, 운영비등)

역량강화지원

(교육·컨설팅지원)

➞

Q7

Q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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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세부지원대상

농지구입

시설설치

가공시설

정보화

운전자금

지원분야 세부지원대상

농지구입

시설설치

정보화

운전자금

•축사신축용토지및초지·사료포조성용토지구입비

※축사신축용 토지는 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

신축이가능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한하여지원

•축사신축및기존시설·개보수, 오·폐수처리시설등

축산기반시설의설치

※기존축사구입비및경매또는공매에의한축사구입비지원(부지제외)

•홈페이지개발, 컴퓨터등전산장비구입등정보화촉진

및서비스제공등에소요되는자금등

•농업창업에필요한소요비용등경영에소요되는자금

※운전자금은총대출선정금액의 20% 이내

경종분야

축산분야

•농지법제2조제1호의논, 밭, 과수원및임야

※경매또는공매에의한농지구입비도포함

※임야를개간하여농지로전용허가를득한경우구입비지원

•하우스·온실설치, 과원조성, 버섯재배사·저장시설·
관수(농업용관정포함)시설등영농기반시설의설치
※기존영농시설물구입비지원

•농식품가공·제조용기계구입및가공시설설치등

•홈페이지개발, 컴퓨터등전산장비구입등정보화촉진
및서비스제공등에소요되는자금등

•묘목및종자(화훼묘포함) 구입등농업창업에필요한

소요비용등경영에소요되는자금
※운전자금은총대출선정금액의 2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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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두분야모두컴퓨터, 전산장비구입등정보화촉진및서비

스제공등농업창업에필요한소요비용등경영에소요되는자금을

지원받을수있다. 단, 운전자금은대출선정금액의20% 이내로지

원받게된다. 

후계농업경영인농업교육·컨설팅의지원내용은다음과같다.

농업교육은농림수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및민간단체가주관하

는농업생산기술·경영·마케팅등관련교육이수시교육비일부

를지원받을수있다.

농업컨설팅은창업계획서수립, 농업생산기술및경영문제해결

을위한컨설팅신청시컨설팅비용의일부를지원받을수있다.

창업기반조성비용의대출한도는? 

A 신청자의담보가치및신용상태에따라최대 2억원 (운전자금은

총대출금액의20%이내)까지가능하다.

상기대출한도내에서일시전액대출또는여러건으로도분할대

출이가능하다.

낙농분야의경우자부담으로쿼터와납유처를확보한경우에한해

최대5천만원까지지원된다. 

창업기반조성비용의대출기간과금리는?

A  3년거치7년분할상환으로연리3%의조건으로융자받게된다. 

Q9

Q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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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제외대상사업의범위와예외적인지원조건은?

A 배우자, 본인및배우자의직계존비속및형제자매의소유농지구

입자금은지원불가. 다만, 형제자매라도세대가분리되어있고동거

하지않는경우등에대해서는시·군이정상적인매매로서인정된

다고판단하는경우에대출이가능하다.

한(육)우구입자금은별도지침이있을때까지잠정지원중단되었

으나, 낙농가중납유쿼터와납유처를추가로확보한경우에는유우

자금지원이가능하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용시에는기지급금액(계약금, 중도

금, 잔금)에대한보증지원은불가하다.

Q11

‘종자’의명확한정의는무엇인가?

A 종자란종자산업법제2조제2호의규정에의하여증식용또는재

배용으로 쓰이는 씨앗·버섯종균 또는 영양체를 말하며, 영양체에

는묘목, 종근등이있다. 묘목이라함은옮겨심기위해가꾼어린나

무(나무묘)를뜻한다.

버섯종균또는난조직배양시설설치자금도지원가능한가? 

A 난조직배양시설현대화자금및버섯종균배양사업등에대해서

는지원하고있지않다.

Q12

Q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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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구입자금은지원대상에포함되나?

A 2009년부터농기계구입자금은더이상지원하지않는다. 농기계

구입자금과농기계은행의농기계임대사업을활용하여야한다.

후계농업경영인지원자금으로초지조성이가능한가?

A 후계농업경영인으로선정된자가초지조성을원할경우본인소

유의토지에용수개발, 초지부지정지, 초지용목책설치등초지

조성을한경우이에소요되는경비를지원할수있다. 초지를조성

하기위한논, 밭또는임야등의토지구입자금은지원하지않는다.

지원자금으로가족간의농지매매가가능한지?

A 농지매매시혼인에의한가족구성원의경우에는매매형식으로

편법이전할수있다는지적에따라배우자, 본인또는배우자의직

계존비속및형제자매의소유농지는원칙적으로지원이안된다.

다만, 기혼인형제자매로서세대가분리되어있고동거하지아니

하는경우등에대해서는정상적인매매로서인정된다고시·군이

판단할경우에만지원가능하다.

Q14

Q15

Q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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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시설물에대해서도융자금지원이가능한지?

A 기존에설치된시설물의활용도제고를위해축사, 고정식온실,

하우스시설등기존의영농시설물에대한구입비지원가능하다. 다

만, 중고농기계는지원대상에서제외한다.

후계농으로선정된자의명의가아닌건축물도지원가능한가?

A 사업추진여부확인은건축물의경우에는후계농업경영인명의의

사업계약서, 등기부등본또는건축물관리대장등으로확인하고있

다. 따라서, 후계농명의의건축물이아닌경우에는자금지원이불

가하다.

Q17

Q18

선정년도에사업을추진하여선정이전에사업을완료한

경우는?

예) 2009년 1월 17일등기취득, 후계농선정은3월 2일인경우

A 농림사업시행지침제24조제3항‘신청자가대상자로확정되기전

에이미취득한재산(이미추진된사업실적을포함한다)의가액을사

업비에포함하여지원대상으로하여서는아니된다’는규정에따라

융자금지원을받을수없다.

위의규정에의하면후계농업경영인으로선정되기이전에농지를

구입하고등기를마친경우에는소급하여자금을지원하지않는것

Q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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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의사업추진중본인의인건비도지원이가능한가?

A 연간사업비가3천만원미만인사업의노무비를사업자등록증소

지자 외의 자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영수증을 받은 경우는

시·군·구청장이해당지역물가수준을고려하여정한범위내에서

증빙하고, 노무내역과금융기관거래자료를사업주관기관이확인한

다. 또한사업비의1/6의한도내에서지원대상자및그가족의노무

비도1인에한해시·군·구청장확인하에지급가능(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제4조제6항)하다.

여성후계농이추진한사업을남편명의로소유권등기를한

경우는?

A 여성후계농이사업추진후착오로남편명의로소유권등기를하였

을경우후계농신청시사업계획서에의하여사업시행년도에사업

을추진(착공과완공)하였는지를확인(사업시행년도이전사업에대

하여소급적용불가)하고착오로등기된소유권을부인명의로소유

권이전등기를한경우에는지원이가능하다.

Q21

Q20

이원칙이다. 다만, 시장군수가후계자신청시제출한사업계획서와

농지구입및후계자선정시기와의상관관계를감안하여, 부득이사

업자선정전에농지를구입할수밖에없는특별한사유가있다고판

단한경우에는사후에도자금지원이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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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금지원도가능한가?

A 후계농이임대차계약을체결하고후계자가장기임대한사업부지

위에시설을설치하는경우또는축사등건축물을임대하여내외부

에시설을설치하는경우에도자금지원이가능하다.

후계농자금지원은사업목적물의설치및구입자금에대하여지원

하며, 임대료등운전자금에대한지원은불가하다.

임대기간은특별히정하지않고있으나, 통상적인임대기간 3~5

년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주관기관인 시·군에서 사후관리를 통해

서임대기간만료후에도임대계약갱신또는타물건임대등으로

사업의계속성여부를관리한다.

농신보에서는보증기간을대출기간(15년)이아닌임대기간이내로

하는경우가있으므로, 농신보를담보로할경우에는임대계약기간

을길게하고있다.

Q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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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업경영인선정은어떤절차로이루어지나?

A 2008년까지는후계농업인을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

의회(시군농정심회)에서선정해왔으나, 2010년 4월부터는‘농어업

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개정으로‘후계농업경영인심사위

원회’에서선정한다.

※시·군·구청장은후계농업경영인선정심사위원회설치가어려운경우

농정심의회에서선정심사

사업대상자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신청서접수, agrix입력)

시·군·구
(심의회, 대상자선정)

(통보)

(신청)

시·도
(대상자선정결과보고)

농림수산식품부

(평가의뢰)

(결과제출)

전문평가기관

Q1

선정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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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대상자는읍·면·동, 농업기술센터에후계농업경영인신

청서를접수한다.

②읍·면·동, 농업기술센터에서는서류심사를통해후계농업경

영인자격요건및조건적정여부, 금융기관의대출가능여부에대해

검토하여결격사유가없는자를시·군에추천한다. 이때, 사전에대

출금취급기관에상담을통해대출가능여부및대출규모에대해확

인을받지않은사업대상자는제외된다.

③시·군은읍·면·동장의추천을받아농림수산식품부가지정

한전문평가기관에평가를의뢰한다. 

④전문평가기관은후계농업경영인사업신청자를대상으로현장

평가를 실시한다. 현장평가는 경영지도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농업분야컨설팅경력3년이상의경영컨설턴트가농가를직접방문

하는 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와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을병행한다. 평가지표는대상자의영농경력유무에따라

두개의지표로나뉘어경영관리, 일반역량, 사업설계, 경영기반, 조

직활동등분야별로합리적이고객관적인평가를진행하고그결과

▶읍·면·동심사위원회구성(총 6인이내)

•읍·면·동산업계장또는읍·면장, 사무장 1인

•시장·군수등이지정한읍·면·동담당농촌지도직또는이에준하는

공무원 1인

•농·축협등관련대출취급기관의임직원 1인

•우수농가등3인(농업인단체대표 1인이상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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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시·군에제출한다.

⑤시·군은전문평가기관의평가결과를토대로‘시·군농정심의

회’또는‘후계농업경영인심사위원회’를통해최종선정한다. 평가

및심사위원회는매분기또는반기 1회개최를원칙으로하되, 시

장·군수가운영횟수및방식을자율적으로운영한다.

시·도는최종선발된대상자를농림수산식품부에보고한다.

▶시·군의실무협의회

•목적 : 적격사업대상자선정을위한사전실무협의

•구성 : 10인이내(농협시·군지부, 일선조합, 농신보, 한농연회원등)

※각시·군에서행정기관, 대출기관및농민단체관련자등으로구성

•운영 : 후계농업경영인선정및추천에결격사유가없는지사전검토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제20조내지제23조에따라대출부적격여부를

집중검토하되, 대출부적격자는시·군농정심의회심사이전에선정대상에서제외

타인의 영농현장에 취직할 경우 후계농업경영인 자금을 지원

받을수있나?

A 후계농업경영인으로선정된자는반드시본인소유의영농기반을

가지고자기영농을해야하며, 타인의농장에서종업원으로일을해

서는안된다. 다만, 농업법인등타인의영농현장에취직한경우이

를영농경력으로인정할수는있다.

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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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추천대상자자격과제외대상자는?

A ▶우선추천대상자

•한국농수산대학,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졸업자로서학교자의추천을받은자

•전문평가기관의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귀농인 중 전(全) 세대의 농촌지

역이주가확인된자, 여성, 농업계학교졸업자, 관련분야국가기술자격증소

지자순으로우선추천

•시·군은시·군·구별선정인원의 20% 이상을농업계학교(농고·농대) 졸업

자를우선추천

•시·군은시·군·구별선정예정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여성농업인을우선

추천가능

※선정예정인원이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를 예비대상자로 확보하여 선정자

중 결격 사유자 발생시 예비대상자 중 평가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시·군농정심의회’

또는‘후계농업경영인심사위원회’를거쳐시·군에서선정한다.

•농업이외의직업을겸한자에대하여는후계농업경영인추천대상에서원칙적

으로제외한다.

※다만, 농업회사법인등농업관련직종을겸업하고있는경우는농업종사자로봄

▶제외대상자

Q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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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신청단계 (융자)

후계농업경영인지원자금신청절차는?

대 상 추진절차

시·군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발급(2개월유효)

사업대상자

사전융자

사업추진계획확인서신청 사업추진실적확인서신청

사후융자

대출기관

대출금지급

운전자금(채무자) 시설자금(시설공여자)

➞

대출기관 대출신청접수(대출부적격검토)

➞

대출기관 대출약정(대출거래약정서등융자계약체결)

➞
➞

대출기관
대출심사실시

(농신보, 담보등채권보전조치, 대출가능액산출)

➞

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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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업대상자는 시·군에서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취급기관에제출하여사업자금대출을신청한다

사업추진확인서에는자금지원대상자가 대출을받고자하는대출

취급기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명시된 대출취급기관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자금지원대상자가사업추진전대출을받고자하는경우에는사업

추진계획확인서를발급받아야하며, 사업추진후대출을받고자하

는경우에는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발급받아해당대출취급기관

에제출하여야한다.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는발행일로부터 2개월간유효하며, 대

출실행이2개월내에이뤄지지않은경우에는신규로사업추진실적

(계획)확인서를발급받아해당금융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신규로확인서를발급받기위해서는당초금융기관에서확인서발

행일로부터2개월간실제자금대출이되지않았음을증명하는서

류를사업시행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축사신축등상당한날짜(2개월이상)가소요되는사업의경우자

금지원대상자는사업실적에따른관련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소지

자가자필로서명한영수증또는세금계산서등)를사업시행기관에

제출하고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발급받아대출을신청하면된다.

사업추진기성률에의한분할인출을받고자할경우대출희망금

액에상응하는담보를제공하고사업시행기관의사업공정률에따

른증빙서류를제출하고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발급받아대출을신

청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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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융자 / 사후융자신청조건과방법은?  

A ▶사전융자

사업추진전에사업추진계획서를근거로대출을받는방식이다. 농

지및축사신축용부지구입시전체대출금의70%범위이내에서대

출이가능하다. 

대출신청시시·군·구에서발급하는사업추진계획서, 공인중개

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의한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담보물증빙서류를제출하면된다. 대출금잔액은소유권

이전등기후‘부동산등기법’에의한부동산가격이명시된등기부등

본상의거래금액을확인한후정산하여대출받게된다. 사업완료후

에는사업시행기관(시·군·구)에서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발급받아

대출취급기관에통보해야한다.

구 분 내 용

대상

대출규모

유의사항

•농지및축사신축용부지구입

•전체대출금의 70% 범위이내

•사업추진계획서(시·군·구발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담보물증빙서류

•대출금 잔액은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부동산가격이명시된등기부등본상의거래금액확인·정산

제출서류

Q2

▶사전융자란?

사업완료전 70%를사

전대출하고, 완료 후 잔

액을대출하는방식

- 가능사업 : 농지 및

축사신축용부지구입

- 방법 : 대출 희망금액

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

공할경우사업추진계획

서와부동산신고필증을

증명, 70% 내에서 사전

대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후 등기부등본상

금액을 확인₩정산하여

잔액대출

Tip

▶사후융자란?

사업을 완료한 후 관련

증빙자료를 사업주관기

관에 제출, 사업추진실

적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제출하여대

출하는방식

- 가능사업 : 시설설치

지원, 가공₩제조사업등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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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사후융자모두이자는연 1회후취(대출일기준만 1년후납부)하는것을원칙

으로하되, 후계농업경영인이분할납부를희망할경우이자납부시기조정가능

구분 내용

대상

유의사항

제출

서류

사후

융자

•시설설치, 농식품가공·제조사업, 묘목·종근 (화훼묘포함) 구입

•사업추진계획서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자필로서명한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금융기관거래자료등)

▶분할융자

•사업추진실적확인서(사업공정률증빙이가능한확인서)

•담보물증빙서류(단, 담보희망금액에상응하는담보물)

•대출희망금액에상응하는담보를제공하고사업시행기관에서

발급한사업추진계획서를제출하면사전대출가능

•사업신청자는사업완료후, 농림수산사업집행관리기본규정에

따라증빙자료를사업주관기관에제출

▶후취담보란

주택등대출대상부동

산을담보로잡을수없

을때, 먼저돈을빌려준

후 소유권 설정이 가능

해질 경우 담보로 설정

하는방식

Tip

Tip

▶분할대출 방식이란

사업추진 실적(기성률)

에 따라사업주관기관의

공정률에따른증빙서류

를 제출, 사업추진 실적

확인서를발급받아대출

하는방식

▶사후융자

사업추진실적에따른융자방식으로시설설치, 농식품가공·제조사

업, 묘목·종근(화훼묘포함) 구입등이대상이다. 사업신청자는‘사업

추진계획서’에따라사업을완료한후사업진행관련증빙자료(사업자

등록증소지자가자필로서명한영수증또는세금계산서, 금융기관거

래자료등)를사업주관기관에제출하고사업시행기관은‘사업추진실

적확인서’(증빙서류포함)를발급하여대출취급기관에통보하게된다. 

묘목및종근(화훼묘포함) 구입, 농식품가공·제조기계구입의경우

는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발행한세금계산서및영수증등제출로사

후대출이가능하다. 사후융자의경우사업기성률에의한분할대출도

가능하다. 담보물증빙서류(담보희망금액에상응하는담보물), 사업공

정률을증빙하는‘사업실적확인서’를제출하면분할대출이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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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확인서발급절차는어떻게되나?

A 후계농업경영인자금은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의사업추진확

인서를발급한경우에한하여자금지원이가능하다.

사업에서인정하는영수증등증빙자료첨부방법은?

A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제4조(사업자금집행의원칙) 제5

항에는부가가치세법제5조제1항의규정에의한등록을마친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금

융기관거래자료, 기타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직접작성한증빙에

의하여집행하도록규정되어있다.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32조및동법시행령제79조의2의규정에

의하면일반과세자가세금계산서를교부하여야하는경우와영수증

을교부하여야하는경우(소매업등)를규정하고있으므로사업자는

이에의거, 세금계산서또는영수증을교부하여야한다.

Q3

Q4

•시·군은사업추진 확인서발급요청시사업장소에현지 출장하여사업 추진여

부를확인한후사업추진확인서발급

•사업추진전소요자금지원을요청할경우현재까지의사업추진실적을확인한후

실행력을확보한후하자가없는것으로판단되는경우에는사업추진확인서를발급

•사업실적에따른증빙서류(매매계약서, 온라인입금영수증및세금계산서등)를

제출한경우에한하여확인서발급

※‘사전지급’: 농지구입, 종묘·종근구입등

‘사업실적(공정률)에따라자금을지급하거나사업완료후지급’

: 축사신축·시설하우스신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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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농업인은일반과세업자의경우업종에따라세금계산서또는영수증을, 간이

과세업자의경우영수증을교부받아증빙자료로첨부하여야한다.

정책자금의유용이나불법·부당한 자금지원을방지하고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금집행 입증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만약사업자가공사비를절약하기위하여직접시공하

더라도사업집행의검정및정산과정에서객관적으로입증할수있

는증빙자료를갖추면가능하다.

농지구입단가삭제에따른대출확인금액산출방법은?

A 2009년까지는수도작등경종분야농지구입지원단가는3.3㎡당

밭은50,000원, 논은40,000원으로설정하여적용하였으나, 대출금

취급기관에서는당해농지에대해표준지공시지가를기준으로감정

한후감정가의50~70%까지만대출을해주고있다.

사업실적 확인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또는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으로 검증하되, 농지구입자금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확인서를

발급한다.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서울

수
도
권

70 65 70 70 65 70 70 65 60 65 60 70 60 65 60 70 60 60 65 70 70 60 70 65 60 65

시
지
역

군
지
역

시
지
역

군
지
역

시
지
역

군
지
역

시
지
역

군
지
역

시
지
역

군
지
역

시
지
역

군
지
역

시
지
역

군
지
역

시
지
역

군
지
역

제

주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강
남
권

강
북
권

(단위 : %)

금융기관의농지(전/답) 지역별·담보종류별담보인정비율

Q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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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업경영인으로선정되었지만담보력이부족한대상자는

융자를받을수없나?

A 담보력이 부족한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기금을활용할수있는방법이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란?

A 담보력이부족한농업인, 임업인, 수산업자에게신용보증서를발

급함으로서농업인이금융기관을통하여농림수산업발전에필요한

자금을원활하게대출받을수있게하는제도이다.

구분 비고내용

농신보

지원대상자
보증가능

농신보

제한대상자

•농업, 어업, 임업등의농림수산업종에종사

하는개인또는개인사업자

•농림수산단체(영농, 영어조합법인등), 농림

수산물생산자단체농림수산물유통, 가공

단체, 농림수산물수출중소기업등

•금융기관에서대출금(상거래채무포함)을

연체중인자

•전국은행연합회의신용관리대상자로등록

되어있는자(법인대표자또는신용관리

대상자에해당하는경우포함)

•과거농협에서보증한대출금을상환하지

못한자및그대출금에대해연대보증을한자

•농협의설립및운영취지에맞지않는

사업을하는자또는사업자금

보증불가

Q6

Q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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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업경영인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지원형태

대출금

(1억원이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90%=
개인신용, 

보증인 10%+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지원조건과내용은?

A 후계농업경영인으로선정된자는현재영농에종사하고있으며농협

조합원가입자격조건을갖춘자에한해농신보로부터1억원이하(간이

심사) 대출금에90%까지의보증지원을받을수있다. 이때, 잔여10%는

개인신용또는보증인등이필요하다. 단, 이미발생한채무(예 : 농지

등부동산을구입하여대금을지불하였거나등기를완료한경우)와이

미발생된금전채무의회수를위한금전채무(대환포함)가있는경우지

원대상자에서제외된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대출시반드시확인해야

할사항은?

A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는담보력이없는자를대상으

로지원하는제도로서이미구입대금을지불하거나등기가완료된

경우는 담보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한다.

Q8

Q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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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단계

후계농업경영인선정후사후관리는어떻게하나? 

A 시·군은후계농업경인의안정적인영농정착을위해융자금지원

연도부터융자금상환일까지사후관리를실시한다.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자에대하여사업추진계획서의 사업

추진일정에맞추어사업장을방문, 사업추진현황을확인한다. 이때

융자금의사업계획외타용도로이전·유용, 사업장이탈, 농지및

시설매도등여부를확인하고융자금회수가필요하다고판단될경

우대출취급기관을통해융자금을회수한다.

어떤경우에후계농업경영인선정과사업이취소되는지?

Q1

Q2

①후계농업경영인으로지원받았으나 Agriedu.net의‘생산경영정보시스템’을활

용, 영농일지와 경영장부를 작성하여 매년 시·군에 제출(익년 1월까지)하지

않은경우

②융자상환기일이전에사업장을이탈하거나지원목적외용도로사용한경우

※단, 사업장 일부를 매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할 것이 확실시 된다

고시·군등이판단할때는당해일부매도금액에상응하는융자금을상환하고, 나머

지융자금잔액에대해서는당초융자시융자조건에따라융자금을정상상환해야함

③도시이주등으로실제농업에종사하지않는경우

④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봉급) 및 연봉을

받는경우

※단, 영농에지장이없는영농현장에서출퇴근이가능한생계보전부업형취업인경우,

농한기를이용한일시취업인경우, 격일·격주 2~3회교대근무인경우, 선거또는위

촉에의하여선임된상근또는비상근근무인경우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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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본인의농업종사분야와무관한사업체를경영하고있는경우

⑥형사상소추를받아형집행중인관계로영농에계속종사할수없다고판단

되는경우

⑦경영실태를 평가한 결과 창업 전보다 현저하게 경영규모가 축소되어 후계농

업경영인으로존속시킬수없다고판단되는경우

⑧기타시·군등이후계농업경영인으로존속시킬수없다고판단되는경우

※7, 8 항목에 해당되더라도 후계농업경영인이 농업계대학, 대학원 등에 진학할 경우 후

계농업경영인자격을유지하고재학기간동안매년 1회이상재학증명서징구

⑨후계농업경영인선정후 2년경과시까지지원자금을융자받지않은경우사

유를 제출하도록 하여 시·군이 사업추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될 경우

엔사업취소

→영농에지장이없는영농현장에서출·퇴근하면서격일·격주 2~3회교대근무하

는경우에는예외적으로겸직을인정

→ 격일·격주 2~3회 교대근무 : 일일 또는 주간단위로 근무시간을 달리하면서 계속

적으로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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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취소로인한융자금상환은어떻게하나?

A 융자금상환조치를통지받은자는대출취급기관에서정한기한

내에원리금을일시상환하여야하며, 그기한을경과한경우에는기

한경과일로부터연체이자율을적용받게된다.

※단, 사망·신병등으로불가피하게사업을계속할수없거나기상재해등으로사업이

취소된 경우 등 융자금의 일시 회수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시·군

등이판단할때는융자시융자조건에따라융자금을정상상환하게할수있음

산업기능요원으로편입된자가편입후6년이내에영농을중단할

목적으로자금을상환할경우기납부한이자등에대해서연체이자

율을적용받아상환하게된다.

사업장소이전이가능한가?

A 후계농업경영인이사업장소를이전하여영농에종사하고자할경

우에는시·군의승인을얻어사업장소를이전할수있으며, 이전후

의사후관리는주소지관할시·군등이담당한다.

※시·군승인없이사업장소를이전한경우는원칙적으로사업취소에해당

시·군이사업장소이전승인여부를결정하고승인한후관련기관

(시·도, 융자취급기관등)에통보및보고해야한다. 

거주지와 사업장 이전 등으로 대출취급기관이 변경될 경우 이전

전관할대출취급기관과이전후관할대출취급기관은행정기관통

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출금을 이관·인수(이관·인수 대출취급

기관간에사전협의된경우에한함)해야한다.

Q3

Q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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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업경영인도승계가가능한가?

A 후계농업경영인이사업자금융자후사망·신병, 혼인으로인한

거주지이전등의사유로영농에계속종사할수없을경우에한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을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승

계할수있다. 

융자금은승계자명의로서류와보증인을갱신하여야하며융자금

및융자조건은사망한자등의잔여액과조건등이승계된다. 

승계자는 시·군에서 실시하는 후계농업경영인육성지침 교육에

참여해야한다.  

※융자금상환이완료된경우는승계불가

후계농업경영인확인서발급은어디서받을수있나?

A 해당시·군·구농정부서또는읍·면사무소에서발급받을수

있다. 그러나, 발급처가해당지자체업무분장에따라상이할수있

으므로농정부서에문의후, 발급받아야한다.

※사후관리기간(지원자금상환완료일)이 경과한후계농업인도발급요청일현재영농에

종사하고있는경우확인서를발급받을수있음

자금상환이완료된후계농업경영인이사망하였을경우배우자나

형제자매에게후계농업경영인자격을승계할수없다. 따라서, 후계

농업경영인확인서를배우자명의나, 형제자매명의로발급은불가

하다.

Q5

Q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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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업경영인자격은언제까지유지되나?

A 후계농업경영인자격은선정후7년간유지되며, 이후에는후계농

업인지원제도에서는졸업하도록하여일반농어업인과동일하게대

우한다. 신청당시자금신청을하였으나이후사업계획실행에필요

한자금이확보되어당초사업계획서대로사업을이행한경우에대

출을실행하지않아도자격이유지된다.

그러나,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지

않은경우에는후계농업경영인선정이취소되고향후3년간후계농

업경영인사업신청을할수없다.

자금을기지원받은사업작목을변경할수있나?

A 후계농업경영인으로선정된자가사업계획을변경하고자할때에

는사업계획변경신청(신고)서를시·군에게제출하여승인을얻어

야한다.

▶사업시행년도

•타 사업분야 (경종→축산, 축산→경종) 또는 동일사업 분야내에서 품목을 변경

하고자 하거나사업계획을변경하고자할 경우에는타당성을 검토하여불가피

하다고인정될경우사업변경승인

▶사업시행년도경과후

•동일사업분야내에서품목을변경하고자할경우에는사업계획변경신청(신고)

서를 제출하여야하며, 타 사업분야(예 : 경종 → 축산)로 사업계획을변경하고

자할경우에타당성을검토하여기지원된자금을타사업분야에투자한것이

확인(농경지등의증감여부등)된경우에한하여사업변경을승인한다.

Q7

Q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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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지원받은 사업을 제3자의 보증 등으로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A 후계농업경영인지원자금을융자받은후상환기일전에사업장을

이탈하거나지원목적이외의용도로사용한자등은사업취소사유

에해당된다.

따라서, 지원자금으로구입한농지가경매에의해타인에게소유

권이전이되었을경우지원자금을재투자해야하나이의이행이어

려울때에는사업취소사유에해당된다.

※다만, 사망·신병등으로불가피하게사업을계속할수없거나기상재해등으로사업

이 취소된 경우 중 융자금 일시회수로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시·군 등이 판

단할때에는융자시융자조건에따라융자금을정상상환하게할수도있다.

대출금부당사용자에대해정책지원제한등불이익은?

A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정부지원을받은후사업이취소된자는정부지원자금부당

사용사유에해당되어그경중에따라1년부터5년동안정부자금지

원을제한한다.

Q9

Q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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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신청방법및절차는?

A2011년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신청방법및절차는아래와같다.

▶신청서제출기관

•영농정착지역(정착예정지역포함)의주소지관할읍·면·동사무소

•시지역(읍·면지역제외)과농정심의회가구성되어있지않은특별시, 광역시등은

주소지관할농업기술센터

▶신청기간 : 연중(분기별로선정)

※사업대상자선정이조기완료될경우선정하지않을수있음

▶구비서류

•농림수산사업신청서(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제1호서식) 1부

•국민건강보험카드사본 1부

•대출신청자료(별지제2호서식) 1부

•경영장부(별지제3호서식) 1부

•경영일지(별지제4호서식) 1부

•읍·면·동장추천서 1부

※본인을증명할수있는신분증지참

※평가시가점반영에필요한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등은해당되는자만제출

▶기타사항

•사업신청접수는지자체의업무여건에따라변동가능하므로자세한사항은

해당지자체로문의

•사업신청자는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 홈페이지(www.agrix.go.kr)에서

신청사업에대한진행정보(선정또는취소)를조회할수있음

Q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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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업경영인사업신청서

문서작성, 직접따라해봅시다

성 명
(대표자명)

주 소

주민등록
번호

전화번호

영농(림)
종사경력

사업명

사업내용별
규모(량)

사업예정지
(동리번지

까지기재)

사업비
(천원)

영농교육

신

청

자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농업진흥지역밖

지역

지구

정부지원(재원명기재)

국고계 보조 융자
계 지방비 자부담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제18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신청하며사업신청과관련하여사업대상자선정기

관이본인의신용정보를조회하는것에동의합니다.

2010년 0 월 0일

신청자 이영농 (서명또는인)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있는경우에한함)

3. 경영실태를확인할수있는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등) 사본

각 1부(기록실적이있는경우에한함)

이영농(李營農) 

○○도○○군○○읍○○리

031-000-0000
680000
- 100000

3년
전지전정반분야,  월 4주(주1회) 4일
( 수료증첨부 )

(2010)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만 41세)

○○도○○군○○읍○○리○○번지

90,000 70,000 20,000

○

농지구입(답) 3,000㎡
시설설비(유리온실) 2,000㎡

자신의경작품목과연관된
교육중심으로,

가능한많은교육기입
교육일수, 시간등은해당
기관에문의하고확인서를

미리받아놓을것

총사업비와대출필요자금
설정시사업계획서에근거하
고금융기관을미리방문,
담보여력과신용도를체크해
‘가능확인’도장받을것

신

청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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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기자재현황

농기자재
(대)

트랙터

가축사육시설소재지

용도시
도

읍면 리동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시
군
구

소유
여부

가축
종류

구 분

한 우

비육우

번식우

소 계

육 우

젖 소

사육
마릿수

평균납유량
(㎘)성축(成畜)

(7개월이상)
자축(仔畜)
(7개월미만)

지난해출하마릿수

경영형태
(자영ㆍ수탁)

축사면적
(㎡)

1

경
기

화
성 ○○ ○○ ○○ 대

지
축
사

자
가

한
우

자
영 1,0001,000

1 1

5 3 2

5

1 1

1 1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선별기

5. 가축사육시설현황

일
련
번
호

6. 가축사육규모

차량 컴퓨터 SS기 비료살포기 집초기 파종기 TMR배합기

스키드로더 방제기 랩핑기 포크레인 액비제조기

해당되는내용만기입
사육현황역시

해당사항을사실에
준해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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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농업경영관련교육이수

구분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양
돈
업

종
돈
업

구분

산양(염소) 말

면양 노새

꿀벌(군) 당나귀

토끼 오소리

사슴 뉴트리아

개 지렁이(면적(㎡))

거위 타조

칠면조 꿩

메추리 관상용조류

사육마릿수 구분 사육마릿수

종계업

부화업

산란계

육용계

종오리업

부화업

오 리

※수료증사본별첨

천개

천수

천개

천수

천개

천수

천개

천수

kg

천개

천수

kg

닭

오리

구분
사육
마릿수

지난해출하
마릿수

사육마릿수

원종
(GPS)

돼
지

기
타
가
축

성돈
(2개월
이상)

자돈
(2개월
미만)

종
(PS)

실용
(일반)

종
(PS)

실용
(일반)

지난해출하량
(공급량)

○○농업마이스터대학 특용작물과버섯전공 2009/03/30~2009/12/31 1학점당15시간×23
1년교육23학점 = 345시간

○○농업기술센터 도시민농업창업과정 2008/01/03~2008/01/31 1주4시간×4 = 16시간

자신에게
해당되는
사항만기입

재배품목과
연관된교육을
최대한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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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받은

정책사업명

농업경영자금

(상호금융단기

농사대출)

1555 10,000,000 10,000,000

지번 면적(㎡)
총사업비

(원)

정부보조금

(원)

정부융자금

(원)

8. 농업에관련된융자ㆍ보조금등의수령

신청자 인증종류 소재지 인증면적(㎡) 대표품목 인증번호

9. 친환경농산물인증

*인증서사본별첨

친환경농산물인증서에
준해기입

현재상환진행중인
사업자금에관한것만

기록

이영농 무농약농산물 85,000 버섯 00-3-016○○도○○군○○읍○○리
○○○-○

○○군○○면

○○리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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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계획

1. 사 업명 :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2. 농업창업동기및사업의기대효과

가)창업동기: 

ex; 양송이버섯은외식산업발전과웰빙트렌드에맞물려꾸준히수요가늘

고있는품목으로장기적목표를세우고추진한사업입니다. 농림수산식

품부에서주관하는교육프로그램에참여해꾸준히학습을해오며재배

현장에접목해왔으며그과정에서생산수량감소와품질저하원인을발

견하게되었습니다. 재배사의공간체적량을조절하고버섯생육시기에

따른환경제어시스템등을갖출경우, 고품질다수확이가능하다는판

단을하게되었습니다. 이에따라새로운재배사를신축하고설비를보

완해과학적인생산체계를갖추고자합니다…

나)사업기대효과: 

ex; 평당○○kg 생산량이증가돼○○% 소득증대효과로순수익○○○만원

을기대할수있었다…현재시설의노후화현상, 재배고충설명후신

규시설에따른생산과정의효율화내용들설명, 토지이용률, 온도조절

등연료비감축이가능합니다…

3. 사업추진방향및향후계획

가)장기적추진방향:

- 단일품목으로연도별확장계획을갖고, 안정화이후품목을늘려갈

것입니다… (시장 상황과 마케팅-홍보-판매에 대한 가능성과 계획,

작목반등조직과의연계활동등을종합적으로기술)

나)연도별계획:

- 2010

- 2011

- 2012

창업동기와선택품목의
배경, 현재진행중인재배
프로그램, 향후계획등을

구체적으로기재

지원사업을통해
일어날수있는변화와
성장가능성을최대한
수치화하여기록

신규투자가필요한배경과
투자이후효과설명

창업당해연도의목표,
이후연도별목표와

구체적인실무추진계획
등을단계적으로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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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금조달계획

5. 사업비투자계획

사업내용 비 용 합 계

재배사신축

전기공사

콘크리트타설

철재값및인건비

부대시설

사무실및작업실 (30평)

일반창고및저온창고 (00평)

재배사앞비가림시설(00평)

자부담내역

저축액

총사업비용

25,000,000×4동

12,000,000

13,000,000

10,000,000

5,000,000

4,000,000

6,000,000

5,000,000

600,000,000

20,000,000

10,000,00010,000,000

90,000,000

세 부
사업명

단위 단가 사업량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농지확장

하우스신축

내부공사

10

4

4

2

10

4

4

2

㎡

동

㎡

30

30

5

1000

4

4

90

38

38

14

70

30

30

10

사업비 (백만원)

실제적으로어느정도의
자금이필요하며,

현실적으로어느정도의
자금을확보할수있는지,
그리고어떤방법을

동원하면가능한지에대한
구체적인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한뒤기록

실제투자할자금을
분배하고분야별
투입계획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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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부사업별추진일정

7. 향후영농(신청사업분야)계획

세부사업명
창업 1년차 2년차

1/4 2/4 3/4 4/4 1/4 2/4 3/4 4/4

농지정리

기초공사

하우스신축

내부공사

(전기, 보일러,

배관등)

외부공사

전체마무리

4월

하순

까지

5월

초순

공사

시작

7월

까지

공사

8월

초순

시작

9월

하순

완료

10월

초순

시작

11월

초순

1차

완료

3월

하순

2차

완료

6월

장마

시작

전

작목명

현재 사업비투자(준공)후

재배면적 사육두수 경영비
연 간

판매수입
재배면적 사육두수 경영비

연 간

판매수입

계

벼

양송이

밭작물

900

450

200

300

960

450

260

300

2,700

2,700

4,500

4,500

6,000

자가소비

6,000

자가소비

10,000

자가소비

10,000

자가소비

*투자후판매수입및경영비는신청당시의물가적용

월별계획을바탕으로
장기적사업을큰틀에서

구분, 기록

현재사업형태와수입을
정리한뒤, 사업비투자후
목표수입등을계량화하여

상세히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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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술현황및기술개발계획

(1) 제품(상품)의내용: 

(ex; 줄기는가늘고갓이두꺼우며정단부가둥글고아름다운양송이버섯의무

농약재배상품. 건강식품으로호텔의고급요리와전문외식업체의식재료로사

용됨은물론일반가정에서도구입이늘고있는추세.)

(2) 제품(상품)의아이템선정과정및사업전망: 

(ex; 건강을중시하는시대상황에따라항암작용, 고혈압강하작용, 동맥경화

등에큰효능이있다는양송이버섯의가치가지속적으로상승할것으로판단

하고있음. 수요처는계속증가할추세이고대일본수출등의전망도좋은상

품임.) 

(3) 기술현황: 

(ex; 사계절변화가명확한환경이버섯재배에어려운조건임. 온습도와기압

의차이를제어하기위한기술적시스템이필요한상황. 생육과정의차별적관

리를위한재배사확장이필요하고다수확을위한기술을전수받고있음.)

(4) 기술개발투자현황및계획: 

(ex;농업마이스터대학특작과버섯전공4년과정을다니며기술을습득하고있

으며 각종 현장실습을 통해 버섯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음. 향후 정확한

데이터에입각한농법과품질향상을위한투자를병행할예정.) 

분량에구애받지말고
세부적으로기술,
별도첨부자료로
제출해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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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업계획서는본인의제반정보및사업의지를바탕으로사실그대로작성한것임을확약합니다.

작성일 :   0000년 0월 0일

신청자 :  이영농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9. 판매계획

(1) 최근2년간판매실적: (경영장부별첨)

(2) 판매경로및방법

(3) 판매시스템및마케팅전략

판매경로 전체판매에서차지하는비율 참고

가락동농산물시장

인터넷직거래

외식업체납품거래

지인들에의한선물세트

70%

10%

15%

5%

연계업체발생가능성높음

현재판매되는경로를
분석해기입

도매시장의거래비율과
직거래거래비율조정,
판매단가에따른
거래방식의단기·
중기·장기적방향을

설정제시

판매시스템: 

도매시장판매

인터넷직거래

기업체납품

기타판매

마케팅전략: 

단기전략

중기전략

장기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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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자료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성 명
(대표자명)

생산자단체등의
형태

생년월일
(남/여)

참여자수

전화번호

주소

신청

내용

사업명 사업비 (천원)

사업
규모

합계

정부지원
(재원명기재)

계

지방비 자부담

보조 융자

사업
예정지

※본인의신용조사에대하여이의를제기하지않겠습니다.

2011년 0월 0일

이 영 농 (서명또는날인)

○○○작목반

이영농

10영농조합법인

1968. 4. 10

○○도○○군○○읍○○리000-00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9천만원

90,000 70,000 70,000 20,000
○○군○○읍○○리

888

보통예금 10 2005. 0. 0.

1. 신청자

3. 담보물(재산) 현황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보증부대출희망액 :      천원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신청자와

의관계

예 상
평가액
(백만원)

先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後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2. 예금및융자금현황 (단위 : 백만원)

예 금 현 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융 자 금 현 황

농신보 2014. 0. 0. 10농협

이영농 본인○○군○○읍
○○리 77 대지 3,000

후계농업경영인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등의내용과

일치해야함

사업계획서에기재한
자신의예금기록과일치해야
하고현재대출중인자금을

모두기록

반드시금융기관에문의후
담보가치설정금액을기입
(금융기관에서확인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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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작성시유의할점

•농업경영인들의 사업계획서 작성은 의외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

우가 많다.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막연할수록, 자가진단이 부족할수록,

기억 의존도가 높을수록 계획서 작성에 애로가 따른다. 따라서 사업계획

의 구체화₩(자산 등의) 객관적 수치화₩자료화가 잘 되어 있다면 사업계획

서 작성도 간단해진다. 금융권-농업기술센터-교육관련기관과 멘토 등을

단계적으로활용하는것이필요하다.  

•농지면적, 시설현황 등‘자산가치’가 있는 항목의 자가진단이 선행돼야

한다. 해당 항목을 수치로 정리해 미리 금융권(농협 등 관내 은행)을 방

문, 담보여력을확인해놓자. 

•금융권에서 확인할 사항은 ①자신의 신용도 ②농지 등의 담보여력 ③부

채비율 등이다. 해당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금융권 담당자로부터 확인도

장을받아놓으면사업신청과정이한결수월해진다. 

•농업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서작성이‘해당 사업의 분석과 전망’제

시이다. 사업성에 대한 전망이 주관적이고 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는 관내 농업기술센터를 찾아가 상담 후 작성하는 것이 좋다. 해당 품

목을 선택한 이유와 시장 현황, 자신의 경쟁력, 차별적 가치 등을 순서대

로 기입하되 문서화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싶으면 농업기술센터에 의뢰

조력자를구하는것도방법이다.

•교육항목은 자신의 경작품목과 연관이 있는 교육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사업과 관련 있는 교육을 꾸준히 받고 노력해온 과정을 드러내는 수단이

다. 수업을 받은 일수와 시간 등은 교육기관에서 확인해준다. 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농업 멘토제를 이용했거나 작목반 등에서 받은 교육도 확인

서를받아두면종합적참고자료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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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농업인력을확보하기위한정책적지원은다각도로진행되지만

그중후계농업경영인선발은각별한의미를지닌다. 무엇보다능력있

는인력을발굴해해당사업체의잠재력을키우는데목적이있으므로

선발과정에서부터공정하고합리적인근거를마련할필요가있는것

이다. 이에따라2010년부터전문가들이마련한평가지표를토대로엄

격한현장검증을실시하고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2010년후계농업경영인선정을위해농업

분야의산·학·관·연전문가들로구성된지표개발위원회운영을

통해 객관적이고과학적인입체적인평가지표를개발하였다. 또한

대상농가의사업현황과역량은물론성장잠재력을발굴하여평가

하기위하여농업분야의전문성을가진경영컨설턴트로하여금대

상농가를직접방문하여경영역량과의지등을공정하고심도있게

측정토록하는‘현장평가제도’를도입하였다.

후계농업경영인 선정평가지표를사용한현장평가는경영지도사

자격을보유하고있거나농업분야컨설팅경력3년이상의경영컨설

턴트가 대상 농가를 직접 방문하는 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와심층면접(In-depth Interview)을병행한다.

선정평가목적

후계농업경영인선정과평가는어떻게진행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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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존(2009년까지적용)

지원자격

및

요건

•연령 : 45세 이하

•경력 : 해당사항없음

•교육 : 농식품부의무교육

사전이수자

변경(2010년 적용)

기존요건에서

→연령은 18세이상에서45세미만

→영농경력 10년미만

→농업계학교출신자또는지자체의

농업교육기관관련교육이수자

→경영정보등록자(등록예정자포함)로세분화

지원

(융자

보조)

•대출한도 : 2천만원

1.2억원 (최대 2억원)

•대출기간 : 5년 거치, 

10년 상환

•대출금리 : 3%

기존지원조건에서

→ 대출한도를최대2억원,

대출기간을3년거치, 7년상환조건

으로변경

지원

내용

•농지구입, 시설 설치비, 

홈페이지개발등정보화

촉진소요비, 운영자금

등창업기반조성비용

기존지원내용중

→ 농업교육·컨설팅비용지원추가

평가

방법

•해당지자체에서사업량

또는예산범위내에서‘시₩군

농정심의회’에서선정

•적격자선정을위해선정절차강화와

전문평가기관의현장평가결과를

활용하여선정

2010년후계농업경영인선정평가크게달라진점

신청자접수
(읍·면·동사무소)

1차 심사
(시·군·구, 

농업기술센터)

2차 심사
(특₩광역시₩도

심의회)

최종사업자
확정

(농림수산식품부)

후계농업경영인선정절차

전문평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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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인의기본정보확인

2. 사전연락을통한방문일정및준비서류안내

3. 현장평가대상자확인

4. 사업의취지및평가사항안내

5. 현장평가시작

6. 정량평가증빙서류점검및사진촬영

7. 정성평가를위한인터뷰

8. 현장평가대상자최종서명및평가완료

9. 증빙서류의최종확인

10. 현장평가전산시스템등록을통한완료보고

현장평가주요내용

현장평가

이전단계

현장평가

이후단계

대상자의영농경력유무에따라합리적이고객관적인평가를수행

할수있도록두개의평가지표로구성되어있고, 현장방문및심층

면접을통해평가가진행된다.

현장평가단이해당농가에직접방문하여응답자와조사가 1대 1

평가가이드에따라진행된다. 평가의객관성을입증하기위해관련

증빙서류를인수하거나사진촬영을통해근거자료를확보한다.

영농경력이있는유경험자의평가지표는경영규모, 자본, 기술, 역

량등농업경영에필요한요소를집중평가할수있도록구성하였다.

평가지표

2010년도유경험자평가지표의특징과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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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준비사항

경영기장
준비자료 대상농가에서작성하고있는경영기장자료준비

증빙자료 자체경영기장서류및프로그램

매출실적
준비자료 대상농가의매출을증빙할수있는자료

증빙자료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거래통장내역, 경영장부(장부기장등)

회계관리
준비자료 대상농가에서사용하고있는회계프로그램제시

증빙자료 증빙자료전산프로그램이용또는엑셀등활용자료회계프로

그램서류출력혹은사용현황을「현장평가단」에게확인

홍보관리

경영관리분야

준비자료 준비자료홍보관련신문스크랩자료나온라인사이트

상에존재하는홍보실적자료, 방송녹화자료등

홍보실적을증빙할수있는자료

증빙자료 증빙자료박람회·기타홍보행사참여, 본인 홍보물등

고객관리
준비자료 대상농가에서작성하여관리하고있는고객관리장부나

고객관리리스트관련증빙자료

경영계획서 준비자료 대상농가에서작성하고보관하고있는경영계획서

브랜드활용
준비자료 대상농가에서등록하여관리하고있는브랜드등록관련

서류나확인서등

증빙자료 미보관시브랜드등록기관에요청하여확보

공동브랜드

준비자료 공동브랜드참여를확인할수있는근거자료

증빙자료 공동브랜드사용시공동브랜드포장박스, 카달로그, 리플렛등

공동브랜드주관기관에확인서요청또는공동브랜드사용출하,

포장지, 박스 등신청자가생산자이어야함

확보방법 공동브랜드주관기관인도·시·군, 농협등에확인요청하여확보

전자상거래

준비자료 대상농가에서직접운영하는쇼핑몰, 오픈마켓등온라인사이트

에서판매가이루어진매출자료

증빙자료 판매확인서, 택배발송대장, 거래통장내역등

확보방법 온라인사이트에경우관련사이트에판매내역확인요청서확보

준비자료 친환경, GAP, HACCP 등 정부기관또는국가공인기관등으로

부터받은인증내역을확인할수있는증빙자료

증빙자료 인증서사본(유효기간확인가능서류만해당) 등

확보방법 농산물품질관리원등인증관련기관에문의하여확보

인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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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준비사항

지적재산권
준비자료 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디자인, 품종보호권등독점적권리를

보장하는지적재산권관련증빙자료

확보방법 증빙자료미보관시특허청및특허사무소에의뢰하여확보

생산기술
성과

준비자료 대상농가에서가지고있는생산기술관련자격증증빙자료, 

생산일지(양식무방)

증빙자료 최종생산물의등급, 인증, 강의실적(강의시간표, 자료집) 등

확보방법 증빙자료미보관시해당자격증발급기관요청하여확보

국가자격증

준비자료 운전면허증, 원동기면허증, 생산기술관련자격증제외하고대상

농가에서가지고있는국가자격증사본이나확인증등증빙자료

(정보처리기능사등)

확보방법 증빙자료미보관시국가자격증발급기관요청하여확보

최종학력

준비자료 최종학력을증빙할수있는자료

증빙자료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앨범, 졸업장, 학위증명서등

확보방법 졸업증명서는해당학교교무처나전자민원

G4C(www.egov.go.kr) 홈페이지에서발급가능

수상실적

준비자료 농업경영인이나생산과관련하여정부기관이나지방자치단체, 

농업인단체 등으로부터받은수상관련증빙자료

증빙자료 상장, 언론발표내용등

확보방법 해당시상기관에요청하여확보

교육이수

준비자료 최근 5년이내해당교육단위기간이 2일이상인교육을받은

교육이수내역을확인할수있는증빙자료

증빙자료 교육수료증, 상장 등

확보방법 농산업분야인턴경력을증빙할수있는자료

증빙자료 인턴경력확인서, 급여지급내역서등

준비자료 도시민농업창업교육, 농과대영농정착과정, 대학생창업연수

과정, 특성화농고프로그램, 해외농업인턴이수수료증등

해당교육과정이수를증빙할수있는자료

증빙자료 수료증, 졸업장등

일반역량분야

생산기술
전문성

준비자료 생산기술전파를목적으로강의, 현장지도를했거나, 농산업인턴,

견학장소제공등교육경험이나교육실적을증빙할수있는자료

증빙자료 강사위촉증, 현장교육사진자료, 교육자료집(본인명의) 등

컨설팅
&

코칭실적

준비자료 대상농가가최근 3년이내에받은컨설팅이나코칭여부를

확인할수있는증빙자료

증빙자료 결과보고서, 계약서, 비용신청서, 자금지원기관이발급한비용

지급확인서등

확보방법 컨설팅이나코칭관련해당업체나기관에요청하여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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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맞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정책서비스

평가요소 준비사항

사업설계
능력

준비자료 대상농가의사업설계능력을증빙할수있는자료

증빙자료 사업계획서, 승계확인서등

확보방법 대상농가에서보유하고있는자료

사업설계분야

평가요소 준비사항

자금조달
능력

준비자료 대상농가의자금조달능력을증빙할수있는자료

증빙자료 대출신청자료, 부채증명확인서, 농협신용조사서, 금융거래확인서등

확보방법 대상농가에서보유하고있는자료제시

신용능력
준비자료 대상농가의신용능력을증빙할수있는자료

증빙자료 농협신용조사서등

확보방법 해당금융기관에신청하여확보

농업기반

준비자료 대상농가(부모님의자산포함)의 농지소유규모를증빙할수

있는증빙자료

증빙자료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농지원부등

확보방법 등기부등본은등기소나대법원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에서 발급가능

농지원부는주소지읍·면사무소에서발급가능

경영규모

준비자료 부모님을포함한신청농가의경영규모를증빙할수있는서류

증빙자료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농지원부, 임차계약서등

확보방법 등기부등본은등기소나대법원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에서 발급가능

농지원부는주소지읍·면사무소에서발급가능

임차계약서는해당부동산사무소

경영기반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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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준비사항

지역사회
활동

준비자료 대상농가의지역사회공동체및조직에대한참여를증빙할수

있는자료

증빙자료 회원가입서, 활동확인서, 회비납부내역관련자료등

확보방법 해당조직에신청하여회비납부영수증등을확보

평가요소 준비사항

계획능력
준비자료 대상농가의경영계획능력을증빙할수있는자료

증빙자료 대상농가의경영계획서등

확보방법 대상농가자체보유자료

지적재산권
준비자료 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디자인, 품종보호권등독점적권리를

보장하는지적재산권관련증빙자료

확보방법 증빙자료미보관시특허청및특허사무소에의뢰하여확보

국가자격증
준비자료 운전면허증, 원동기면허증, 생산기술관련자격증제외하고대상

농가에서가지고있는국가자격증사본이나확인증등증빙자료

확보방법 증빙자료미보관시국가자격증발급기관요청하여확보

최종학력

준비자료 최종학력을증빙할수있는자료

증빙자료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앨범, 졸업장, 학위증명서등

확보방법 졸업증명서는해당학교교무처나전자민원

G4C(www.egov.go.kr) 홈페이지에서발급가능

생산조직
활동

준비자료 대상농가가생산자조직에공동구매하거나출하등을증빙할수

있는자료

증빙자료 해당생산자조직, 농협, 영농조합법인등의확인서, 매출액

자료, 구매확인서등

확보방법 해당생산자조직에신청하여확보

조직활동분야

※2011년영농경력유경험자평가지표는현장및전문가의의견수렴을통해조정될수있음

영농경력이없는무경험자의평가지표는가치관, 사업성, 농업기반

등농업진입에필요한역량및의지를평가할수있도록구성하였다. 

2010년도무경험자평가지표의특징과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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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맞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정책서비스

평가요소 준비사항

수상실적

준비자료 농업경영인이나생산과관련하여정부기관이나지방자치단체, 

농업인단체등으로부터받은수상관련증빙자료

증빙자료 상장, 언론발표내용등

확보방법 해당시상기관에요청하여확보

농산업
인턴경력

준비자료 농산업분야인턴경력을증빙할수있는자료

증빙자료 인턴경력확인서, 급여지급내역서등

확보방법 관련회사나조직에신청하여확보

교육이수
실적

준비자료 최근 5년이내해당교육단위기간이 2일이상인교육을받은

교육이수내역을확인할수있는증빙자료도시민농업창업교육,

농과대영농정착과정, 대학생창업연수과정, 특성화농고프로

그램,해외농업인턴이수수료증등해당교육과정이수를증빙

할수있는자료

증빙자료 교육수료증, 상장 등

확보방법 관련교육기관에신청하여확보

사업성
준비자료 대상농가의사업성을증빙할수있는자료

증빙자료 대상농가에서작성하여보관하고있는사업계획서, 승계확인서등

확보방법 자체보관자료및사업지침양식활용

자금조달
및

신용능력

준비자료 대상농가의자금조달및신용능력을증빙할수있는자료

증빙자료 대출신청자료, 부채증명확인서, 농협신용조사서, 금융거래

확인서등

확보방법 해당금융기관에신청하여확보

자산현황

준비자료 대상농가(부모님의자산포함)의 자산수준을증빙할수있는

증빙자료

증빙자료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농지원부, 임차계약서등

확보방법 등기부등본은등기소나대법원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에서 발급가능농지원부는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발급가능

멘토
(후견인)

준비자료 대상농가에대한멘토(추천인)의추천여부를증빙할수있는자료

증빙자료 농업인재개발원에서제공하는별도서식활용

확보방법 멘토와농업기술센터에확인을받아확보

※ 2011년영농경력유경험자평가지표는현장및전문가의의견수렴을통해조정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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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길(40세) 씨는10년전전북부안으로귀농했다.

부모님이노쇠해가고있기때문에농업을승계해야

할필요성도있었지만대학생활을하는내내‘삶의

질’에대한고민을거듭하며귀농을결심했었다.

초기3년간은논농사와밭농사를부모님이해온

방식으로따라했고이후3년간은

친환경농업으로전환했다. 그리고지금은

화훼생산에전념하고있다. 

‘필요자금적기공급-전문교육-성실
성’이성공해법

강성길매창농원대표

현장사례
CASE

정착과정_ 10년간세번의작목전환, 그러나의미있었다

지난10년동안강성길씨는시련의연속이었다. 쌀값은계속떨어지고원가대비생산성이나오지않아3

년전부터논농사를포기했다. 화훼쪽으로품목을바꿨지만기술을전수해줄농원도기관도사람도없었

다. 설상가상지역농업의‘차별성’에가치를두었는데(화훼는수도권중심으로발전했기때문에전북부안

지역에는농가가희귀하다) 지역적으로희귀한업종이기때문에지자체의정책지원도없었다. 그과정에서

수많은난관이있었고아직도‘성공했다’고말할수준은아니라고겸손해한다. 그러나안정적생활기반을마

련했고향후비전이밝다는확신은갖고있다. 성장발전단계로접어든셈이다. 

자금활용_ ‘정착기₩전환기’필요한적기에활용했다

그는귀농당시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의정착자금으로3천만원, 지난해우수농업경영인추가지원자

금2천만원을지원받았다.  

“저는무슨일을하든사전시장조사를꼼꼼히하는편이에요. 생산원가대비순익계산을해보면이게

해야할일인지포기해야할일인지판단이서죠. 후계농지원자금은제가농업에뼈를묻겠다는자세로

받은것이었습니다. 그런데7년여해본결과답이안나왔어요. 그래서꽃농사를택한건데이때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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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비등투자비용이많이필요했어요. 딱그시기에우수농업경영인추가지원사

업이나왔어요.”

자금이필요하다싶은적기에나온정책자금이었기때문에정말값지게사용했

다. 하지만아무리저리자금이라도‘빚’이라는사실을명심해야한다고강조한다.

사업계획서를꼼꼼이작성했듯이상환계획도매우구체적으로세워실천하고있다. 

“돈은필요한만큼적기에사용해야지그렇지않으면독이될수있습니다.”

교육이수_ 학교교육, 기관교육, 현장교육가리지않고받는다

강씨부부는서울에서직장생활을하는것과비교, ‘마음의여유와시간적여유’가생겼다는게가장중요

하다고강조한다. 논농사와밭농사를지을때와비교해화훼는노동력이덜하다는평이다. 새로확보된여유

시간이곧삶의질이라고본다. 부부가마을의사물놀이를이끌고있고동호회활동에도여유가생겼다. 무

엇보다좋은것은교육기회가확보된것. 아내는원예치료사, 사회복지사, 전통술제조를비롯해각종자격

증을갖고있고농업기술센터의교육도끊임없이받고있다. 강씨는전북마이스터대학졸업을한학기남겨

두고있다. 

“마이스터대학은정말잘만든것같습니다. 농업경영을어떻게해야하고내게적합한것이무엇인지를

판단하는데큰도움이되었어요. 매번느끼는거지만배우지않으면안됩니다.”

화훼기술을배우기위해경기도일대를안뒤진곳이없고용인의한화훼농원에는매달빠지지않고찾

아가기술을습득해오고있다. 선배이자선생님인농원이없었더라면시행착오를훨씬많이겪었을것이라

고회고한다. 

“대부분, 초기에는답을주지도않을뿐더러진입하지못하게막기도했습니다. 거기서물러섰더라면못했

을겁니다. 외면하는분들을계속찾아가고얼굴에철판을깔고계속물었죠. 그렇게반복하다보니대면을

해주고많은노하우를전수해주더군요. 게다가판매망까지연결해주는등최고의우군이됐습니다.”

열심히일하는사람을언제까지외면하지는않는게우리나라농업계임을실감하는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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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농업경영인추가지원사업

우수한농업경영인의영농규모확대와경영개선에필요한자금을

지원함으로써유능한미래농업전문인력의체계적확보와유지를

위한사업이다. 영농에대한상당한노하우와성과를내고있는우수

농업경영인을대상으로하는만큼, 자격요건이나심사기준, 절차가

비교적단순하다. 

FTA, DDA 등 개방확대에 따른 해외시장뿐만 아니라, 국내시장의 농산

물유통여건변화에따라영농규모, 생산량, 마케팅등농업경영전반에

대한전략수립이요구되고있다. 또한, 우리농업을한단계성장·발전

시킬수있는전문인력육성도필요한시점이다. 이를위해영농규모확

대및경영개선지원을위한우수농업경영인추가지원사업에대해서알

아보자.

다.성장₩발전단계

▶전문농업경영인에게필요한정책서비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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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을자세히알아봅시다.

구분 내용

지원

형태

세부

지원

내용

자금

지원

경종

분야

•자금지원 : 최대 8천만원까지차등지원

•대출기간 : 5년거치 10년균분상환

•대출금리 : 연리 3%

•농업경영컨설팅비용(단, 정부·지자체지원사업인경우

에는자부담금의60% 이내로함)

•영농규모확대및개보수자금

- 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등

•토지·설비자금

- 농지구입,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 설

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구입, 버섯 재

배사, 저장시설, 관수시설 설치, 컴퓨터 구입, 기타 농

업기반시설의설치

※지원 제외대상 : 표고버섯(노지재배에 한함), 밤, 송이버섯, 산나물,

산약초, 장뇌, 조경수, 분재, 대추등임산물생산또는버섯종균배

양사업, 내수면어업등의사업

•영농규모확대및개보수자금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축산등

•토지·설비자금

- 축사 신축부지구입(축사를 신축한 경우에 한함), 축사

신축 및 시설개선, 가축입식, 폐수처리시설 설치, 초지

및사료포조성, 사료저장시설, 컴퓨터구입, 기타축산

기반시설의설치

※단, 한(육)우 입식자금은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잠정 지원 중단,

타 분야 후계농업인이 낙농분야로의 신규 지원에 대해서는 납유처

를확보한경우에만 5천만원까지지원가능

축산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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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지원자격

신청

신청기관

신청기간

신청서류

•후계농업경영인으로선정된지5년이상경과된자로서

현재영농에종사중인자

※단추가지원대상자로선정되어자금을지원받은자는제외

•해당시·군(또는읍·면)의농업기술센터

•사업신청서및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경영장부및

경영일지, 자체경영실태보고서등

•5월 1일~5월 25일 (2011년에는 1월 1일~2월 15일)

•시·군평가 (5. 25 ∼ 6. 25)

⇒시·군심의위원회심의및시·도보고 (6. 30)

⇒시·도심의위원회심의및농식품부보고 (7. 10)

⇒농식품 대상자확정·통보 (7. 20)

⇒시·군사업대상자에게통보 (7. 31)

⇒자금지원 (8. 1 ∼익년 7. 31)

신청방법과절차를꼼꼼히알아봅시다

심사

선정

과정

※해당지역사정에따라신청시기등이변경될수있으니자세한사항은해당시·군에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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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농업경영인추가지원사업
궁금증해결! A to Z

사업대상자가되려면어떤자격과조건을갖춰야하나? 

A선정후5년이상경과된후계농업경영인으로서현재영농에종사

중인자이어야하며, 다음사항에해당되는경우사업대상자에서제

외될수있다.

※농협등조합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등정부투자및출연기관등

신청단계

•추가지원대상자로선정되어자금을지원받은자

•지방자치단체의추천이전사업계획서에대한금융기관의대출심사를통해

대출자격을인정받지못한자

•금융기관에연체중인자또는파산등으로법적인면책을받아회생중인자

•전국은행연합회의‘신용정보관리규약’에따라연체, 대위 변제, 금융질서문란

등의정보가등록되어있는자

•기타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융자를신청하거나대출자금을융자목적이

아닌용도로사용한자

•금융기관의대출(보증)한도초과로더이상대출이어려운자

•사업신청일기준농업이외의타산업분야에專業직업이있는자

다만, 선거 또는위촉에의하여선임된상근또는비상근근로자는제외

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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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및방법은어떻게되나? 

STEP 1
사업계획수립

STEP 2
구비서류준비

•사업계획서수립

(자본조달및투자계획포함)

▶관련양식은관할읍·면사무소등에비치

•우수농업인추가지원사업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대출신청자료

•경영장부

•경영일지

•자체경영실태진단보고서 1부

•국민건강보험카드사본 1부

•기타평가에필요한증빙자료일체

※본인을증명할수있는신분증지참

STEP 3
신청서접수

•신청시기 : 2010년 5월 25일까지

•접수처 : 영농정착(예정지역포함) 지역의주소지

관할시·군·구청
※단, 농정심의회가구성되어있지않은지자체는주소지관할농업기술센터

▶유의사항

•사업신청접수는지자체의업무여건에따라변동가능하므로

자세한사항은해당지자체로문의

•사업신청자는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 홈페이지

(www.agrix.go.kr)에서신청사업에대한진행상황및결과

(선정또는취소)를조회할수있음

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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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되면어떤지원을받을수있나?

A우수농업인으로선정되면후계농업경영인과같은내용(창업기반

조성비용, 컨설팅비용)의지원을받게된다. 단, 우수농업인의경우

운영자금과교육비용은지원되지않는다. 

창업기반조성비용은경종과축산두분야로나뉘어농지구입, 시

설설치, 가공시설, 정보화, 토지구입, 시설설치등이지원된다.

▶경종분야

경종분야의농지구입의경우논, 밭, 과수원·임야구입등이해당

되며임야를개간하여농지로전용허가한경우, 경매또는공매에

의한농지구입의경우도구입비를지원받을수있으며영농기반시

설설치는물론기존(중고) 영농시설물구입비도지원받을수있다. 

지원분야 세부지원대상

농지구입

시설설치

가공시설

정보화

•농지법제2조제1호의논, 밭, 과수원및임야

※경매또는공매에의한농지구입비도포함

※임야를개간하여농지로전용허가를득한경우구입비지원

•하우스·온실설치, 과원조성, 버섯재배사·저장시설·관수

(농업용관정포함)시설등영농기반시설의설치

※기존(중고) 영농시설물구입비지원

•농식품가공·제조용기계구입및가공시설설치등

•홈페이지개발, 컴퓨터등전산장비구입등정보화촉진및

서비스제공등에소요되는자금등

Q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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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야

축산분야의경우축사신축용토지및초지·사료포조성용토지

구입등이해당된다. 단, 축사신축용토지구입시에는사업주관기

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신축이 가능하다고 인정

하는경우에한하여지원받을수있다. 또한기존(중고) 축사구입비

및경매·공매에의한축사구입비의경우도해당되며후계농업경영

인지원에서는제외되었던부지구입비용도포함되었다.

두분야모두컴퓨터, 전산장비구입등정보화촉진및서비스제

공등농업창업에필요한소요비용등경영에소요되는자금을지원

받을수있다. 

지원분야 세부지원대상

토지구입

시설설치

정보화

•축사신축용토지및초지·사료포조성용토지구입비

※축사신축용 토지는 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신축이가능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한하여지원

•축사신축및기존시설·개보수, 오·폐수처리시설등축산기반

시설의설치

※기존축사구입비및경매또는공매에의한축사구입비지원(부지포함)

•홈페이지개발, 컴퓨터등전산장비구입등정보화촉진및서비

스제공등에소요되는자금등

매뉴얼3장108-149출력  2010.9.1 18:8  페이지114



1 창업₩전문성개발정책서비스_115

내게 맞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정책서비스

대출한도와지원조건은? 

A지원대상자의영농설계에따라 8천만원까지지원되며, 5년거치

10년균분상환으로연리3%의조건으로융자받게된다.

융자제외대상사업의범위와예외적인지원조건은?

A배우자, 본인및배우자의직계존비속및형제자매의소유농지구

입자금은지원불가다만, 형제자매라도세대가분리되어있고동거

하지아니하는경우등에대해서는시장·군수가정상적인매매로

서인정된다고판단하는경우에대출이가능하다.

한(육)우구입자금은별도지침이있을때까지잠정지원중단되

었으나, 낙농가중납유쿼터와납유처를추가로확보한경우에는육

우자금지원이가능하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용시에는기지급금액(계약금, 중도

금, 잔금)에대한보증지원은불가하다.

우수농업인추가지원사업의컨설팅지원내용은다음과같다

•농업창업계획 수립, 농업생산 기술 및 유통·가공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문제

와 일상적인(현장애로 기술) 문제해결 등을 위한 경영컨설팅업체의 자문비용

등이지원된다. 

※ 단, 정부·지자체의지원사업인경우자부담금의 60% 이내로지원된다.

Q4

Q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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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농업경영인선정어떤절차로이루어지나? 

A①사업대상자가시·군·구, 농업기술센터에우수농업경영인신

청서를접수한다. 

②시·군은평가표에의거하여평가를실시하고평가점수가높은

순으로시·군별지원금액의 200% 범위내에해당하는자선정을

위한시·군단위심사위원회에상정한다.

③시·군및농협은심사위원회상정에앞서농림수산사업실시규

정제20조, 23조에따라사전신용조사를실시하여대출부적격자를

116_후계농업경영인육성매뉴얼

선정단계

사업

대상자

시₩군₩구, 농업기술센터

(접수, agrix입력, 평가)

↑↓

시₩군₩구

(심사위원회구성, 대상자추천)

↑↓

시₩도

(심사위원회구성, 대상자선정)

↑↓

농림수산식품부

(최종사업대상자확정)

평가기관별 평가실시,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자

및 영농중단자 등 심사를

통해부적격자제외
※지원인원의 200% 추천

시군에 심사위원회를 구

성, 지원인원의 120%를

시도에추천

시도단위 심사위원회 구

성, 지원인원의 110%를

농식품부에추천

→
←

→

→

→

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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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다.

※시·군심사위원회는전문가, 농협, 농신보, 한농연등으로 15명 이내로구성하여지

원대상자평가의적정성, 자금지원시결격사유검토및추가지원후보자선정등을

결정한다.

④시·군은시·군단위심사위원회에상정하여순위를결정하고

그결과우수농업경영인을시·군별지원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인원을시·도에보고한다.

※다만, 지원대상후보자의지원예상금액의합이당초해당시·군에배정된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당초 시·군별 지원금액이 120%가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대상

후보자를추가선정할수있다.

⑤ 시·도는 시·군의 결과를 토대로 시·도 단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시·도별지원금액의 110%에해당하는수의후보자를순

위별로농림수산식품부에보고한다.

※다만, 지원대상후보자의지원예상금액의합이당초해당시·도에배정된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당초 시·군별 지원금액이 110%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후보자를추천할수있다. 

⑥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의 결과를 취합한 후 대출기관 등의

의견을수렴하여지원대상자를확정하고그결과를시·도, 농협등

에통보하게된다. 

매뉴얼3장108-149출력  2010.9.1 18:8  페이지117



118_후계농업경영인육성매뉴얼

우수농업경영인융자금신청절차는?

A사업대상자는 시·군에서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취급기관에제출하여사업자금대출을신청한다

※사업추진확인서에는 자금지원대상자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대출 취급기관을 명시하

여야하며, 명시된대출취급기관에서만대출이가능하다.

정책자금신청단계 (융자)

Q1

대 상 추진절차

시·군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발급(2개월유효)

사업대상자
사업추진실적확인서신청

사후융자

대출기관

대출금지급

운전자금(채무자) 시설자금(시설공여자)

대출기관 대출신청접수(대출부적격검토)

대출기관

대출기관 대출심사실시(농신보, 담보등채권보전조치, 대출가능액산출)

대출약정(대출거래약정서등융자계약체결)

사전융자

사업추진계획확인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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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대상자가사업추진전대출을받고자하는경우에는사업추진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야하며, 사업추진후대출을받고자하는경우에는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발급받아해당대출취급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는발행일로부터 2개월간유효하며, 대

출실행이2개월내에이뤄지지않은경우에는신규로사업추진실적

(계획)확인서를발급받아해당금융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신규로확인서를발급받기위해서는당초금융기관의확인서발행

일로부터2개월간실제자금대출이되지않았음을증명하는서류

를사업시행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축사신축등상당한날짜(2개월이상)가소요되는사업의경우자

금지원대상자는사업실적에따른관련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소지

자가자필로서명한영수증또는세금계산서등)를사업시행기관에

제출하고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발급받아대출을신청하면된다.

사업추진기성률에의한분할인출을받고자할경우대출희망금

액에상응하는담보를제공하고사업시행기관의사업공정률에따

른증빙서류를제출하고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발급받아대출을신

청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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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융자/사후융자신청조건과방법은?

A▶사전융자

사업추진 전에 사업추진계획서를 근거로 대출을 받는 방식이다.

농지및축사신축용부지구입시전체대출금의70%범위이내에서

대출이가능하며, 대출신청시시·군·구에서발급하는사업추진

계획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의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담보물증빙서류를제출하면된다. 대출

금잔액은소유권이전등기후‘부동산등기법’에의한부동산가격

이명시된등기부등본상의거래금액을확인한후정산하여대출받

게된다.

사업완료후에는사업시행기관(시·군·구)에서사업추진실적확

인서를발급받아대출취급기관에통보해야한다.  

구 분 내 용

대상

대출규모

유의사항

•농지및축사신축용부지구입

•전체대출금의 70% 범위이내

•사업추진계획서(시·군·구발급)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의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담보물증빙서류

•대출금잔액은소유권이전등기후에는부동산등기법에의한

부동산가격이명시된등기부등본상의거래금액확인·정산

제출서류

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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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맞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정책서비스

▶사후융자

사업추진실적에따른융자방식으로시설설치, 농식품가공·제

조사업, 묘목·종근(화훼묘포함) 구입등이대상이다. 사업신청자는

‘사업추진계획서’에따라사업을완료한후사업진행관련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자필로서명한영수증또는세금계산서, 금

융기관 거래자료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추진실적확인서’(증빙서류포함)를발급하여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게된다. 묘목및종근(화훼묘포함) 구입, 농식품가공·제조

기계 구입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등제출로사후대출가능하다. 사후융자의경우사업기성률

에의한분할대출도가능하다. 담보물증빙서류(단, 담보희망금액

에 상응하는 담보물일 것), 사업공정률을 증빙하는‘사업실적확인

구분 내용

대상

유의사항

제출

서류
사후융자

•시설설치, 농식품가공·제조사업, 묘목·종근

(화훼묘포함) 구입

•사업추진계획서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자필로서명한영수증

또는세금계산서, 금융기관거래자료등)

▶분할융자

•사업추진실적확인서(사업공정률증빙이가능한확인서)

•담보물증빙서류(단, 담보희망금액에상응하는담보물)

•대출희망금액에상응하는담보를제공하고사업시행기관

에서발급한사업추진계획서를제출하면사전대출가능

•사업신청자는 사업 완료 후, 농림수산사업집행관리기본규

정에따라증빙자료를사업주관기관에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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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제출하면분할대출이가능하다.

※사전/사후융자모두이자는연 1회후취(대출일기준만 1년후납부)하는것을원칙

으로하되, 우수농업인이분할납부를희망할경우이자납부시기조정가능

우수농업인이사업계획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는?

A지원대상자가사업계획을변경하고자할때에는관련서식에의거

한사업변경계획서를작성하여시·군에제출해야한다. 

시·군은지역여건및사업추진과정등을고려하여사업계획변경

승인여부를결정하고승인후에는동신청서의사업추진계획을확

인·관리하게된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란?

A담보력이미약한농업인, 임업인수산업자에게신용보증서를발

급함으로서농업인이금융기관을통하여농림수산업발전에필요한

자금을원활하게대출받을수있게하는제도이다

우수농업인으로선정되었지만담보력이미약한대상자는

융자를받을수없나? 

A담보력이 미약한 우수농업인의 경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을통해융자를지원받을수있다. 

Q3

Q5

Q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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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맞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정책서비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지원조건과내용은?

A우수농업인으로선정된자는현재영농에종사하고있으며농협조

합원가입자격조건을갖춘자에한해농신보로부터1억원이하(간이

심사) 대출금에 90%까지의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잔여

10%는개인신용또는보증인등이필요하다. 

단, 이미발생한채무(예: 농지등부동산을구입하여대금을지불

하였거나등기를완료한경우)와이미발생된금전채무의회수를위

한금전채무(대환포함)가있는경우지원대상자에서제외된다.

구 분 내 용 비고

농신보

지원대상자

보증

가능

보증

불가
농신보

제한대상자

•농업, 어업, 임업등의농림수산업종에종사하는개인

또는개인사업자

•농림수산단체(영농, 영어조합법인등), 농림수산물

생산자 단체 농림수산물 유통, 가공단체, 농림수산물

수출중소기업등

•금융기관에서대출금(상거래채무포함)을연체중인자

•전국은행연합회의신용관리대상자로등록돼있는자
※법인대표자또는신용관리대상자에해당하는경우포함

•과거농협에서보증한대출금을상환하지못한자및

그대출금에대해연대보증을한자

•농협의 설립 및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하는

자또는사업자금

우수농업인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지원형태

대출금

(1억원이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90%

개인신용,

보증인 10%
= +

Q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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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대출시반드시

확인해야할사항은?

A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는담보력이없는자를지원대

상으로하고있으므로이미대출금을지불하거나등기가완료된경

우는담보능력이있는것으로간주하여지원대상에서제외되니유

의해야한다.  

우수농업인선정후사후관리는? 

A 시·군은우수농업경인의안정적인영농정착을위해융자금지원

연도부터융자금상환일까지사후관리를실시한다. 

우수농업인으로선정된자에대하여사업추진계획서의사업추진

일정에맞추어사업장을방문하여사업추진현황을확인하여융자금

의사업계획외타용도로의전·유용, 사업장이탈, 농지및시설매

도등여부를확인하고융자금회수가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대출

취급기관을통해융자금을회수한다.

사후관리단계

Q7

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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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맞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정책서비스

우수농업인사후관리시선정취소·사업취소대상은?Q2

①우수농업인으로지원받았으나Agriedu.net의‘생산경영정보시스템’으로영농일

지와경영장부를작성하여매년시·군에게제출(익년1월까지)하지않은경우

②융자상환기일이전에사업장을이탈하거나지원목적외용도로사용한경우

※단, 사업장일부를매도한경우라할지라도계속해서영농에종사할것이확실시된

다고 시·군 등이 판단 할 때는 당해 일부 매도 금액에 상응하는 융자금을 상환하

고, 나머지융자금잔액에대해서는당초융자시융자조건에따라융자금을정상상

환해야함

③도시이주등으로실제농업에종사하지않는경우

④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봉급) 및 연봉을

받는경우

※단, 영농에지장이없는영농현장에서출퇴근이가능한생계보전부업형취업인경

우, 농한기를 이용한 일시 취업인 경우, 격일·격주 2~3회 교대 근무인 경우. 선거

또는위촉에의하여선임된상근또는비상근근무인경우제외

⑤본인의농업종사분야와무관한사업체를경영하고있는경우

⑥형사상소추를받아형집행중인관계로영농에계속종사할수없다고판단

되는경우

⑦경영실태를 평가한 결과 창업 전보다 현저하게 경영규모가 축소되어 우수농

업인으로존속시킬수없다고판단되는경우

⑧기타시·군등이우수농업인으로존속시킬수없다고판단되는경우

※⑦, ⑧ 항목에해당되더라도우수농업인이농업계대학, 대학원등에진학할경우우

수농업인자격을유지하고재학기간동안매년 1회이상재학증명서징구

⑨우수농업인선정후 2년경과시까지지원자금을융자받지않은경우사유를

제출하도록 하여 시·군가 사업추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될 경우엔 사

업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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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취소로인한융자금상환방법은?

A융자금상환조치를통지받은자는대출취급기관에서정한기한

내에원리금을일시상환하여야하며, 그기한을경과한경우에는기

한경과일로부터연체이자율을적용받게된다.

※단, 사망·신병등으로불가피하게사업을계속할수없거나기상재해등으로사업이

취소된 경우 등 융자금의 일시 회수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시·군

등이판단할때는융자시융자조건에따라융자금을정상상환하게할수있음

우수농업인지원대상자교체의경우는?

A시·군은사업시행년도11월말까지사업을추진하지않은자에대

해서는사유를제출토록하여사업추진가능성이없는자는당초평

가결과예비대상자중우선순위가높은자순으로교체하고그결과

를융자취급기관에통보해야한다. 

Q3

Q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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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맞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정책서비스

2011년우수농업인추가지원사업신청방법및절차는?

A 2011년 우수농업인 추가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절차는 아래와

같다. 

▶신청서제출기관

•신청자의주요영농종사지역의시·군(농업기술센터)

각시·군은여건에따라농업기술센터또는읍·면에서신청접수가가능하며

이경우해당내용을각시·군및농업기술센터또는읍·면등을통해공지

▶신청자격

•2010년대상자와동일함

▶신청절차

•2011년 2월 15일까지신청서를사업주관기관(시·군·구)에제출

•신청자격 : 2005년 12월말까지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중 현재 영농에 종사 중인

농업인

▶구비서류

•소정의사업계획서및평가에필요한자료

※다만, 평가에필요한자료(경영규모, 경영실적, 교육이수실적등)는신청인이제출하는것을원칙으로

하되, 관련기관·단체에서추가요구가능

Q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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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농업경영인추가지원사업신청서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자선정기관이본인의신용정보를조회하는것에동의합니다.

2011 년 2 월 1 일

신청자 김우수 (서명또는인)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있는경우에한함)

3. 경영실태를확인할수있는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등)사본각 1부

(기록실적이있는경우에한함)

4. 자체경영실태진단보고 1부(별지제7호서식)

김우수

□□도00군△△면◇◇리000-0

10 년

2008 년

70,000 70,000 20,000 30,000

주민등록번호 650000-1234567

영농교육

분야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지구

지구농업진흥지역밖

계

정부지원(재원명기재)

국고계

지방비 자부담

보조 융자

전화
번호

031-000-5678

대출
금액

7,000 천원

경기농업마이스터대학과수분야
2년과정(2009년졸업)

경종·축산

재배시설확장및종묘확장사업

○○도○○군○○면○○리
○○○-○

12,000천원

신

청

자

성명
(대표자명)

주소

영 농
종사경력

후계농업인
선정연도

사업명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사업비
(천원)

사업내용별
규모(량)

신

청

내

용

읍₩면사무소와
협의후기록

사실에준해기록

문서작성, 직접따라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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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맞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정책서비스

○○농장

대출신청자료

※본인의신용조사에대하여이의를제기하지않겠습니다.

0000년 0 월 0 일

신청자 김우수 (서명또는인)

생산자단체등의
명 칭

성 명
(대표자명)

주 소

사업비 (천원)사업명

사업
규모

사업
예정지

합계
정부지원(재원명기재)

신청내용

생년월일
(남/여) 전화번호

(            )

생산자단체등의
형 태 참여자수

1. 신청자

지방비
계 보조 융자

자담

예 금 현 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융 자 금 현 황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신청자와
의 관 계

예 상
평가액
(백만원)

先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後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3. 담보물(재산) 현황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70,000 천원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신청서와

동일해야함

현재대출중인
융자금기록
모두기입

금융권에서확인필수

개인농장

1965. 00. 00

3

000
000-0000

김우수

농지및시설확장

1.2ha

국민은행

□□도00군
00면00리00-0 농지 55,000 김우수 본인

보통예금 35 농협 2008.00.00 2010.00.00 20

□□도00군00면
00리000-0

120,000 70,000 70,000 20,000 30,000

□□도00군△△면◇◇리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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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장부

주 소

사업장
소재지

성명
또는 명칭

전화번호 ( 000 )  000 -  0000

전화번호

생년월일
또는사업자
등록번호

( 000 )  000 -  0000

1. 인적사항

경영규모

자금조달

부 동 산
보 유

기타주요
자산보유

*주요품목별 재배, 사육, 취급 물량 기재(예:사과3ha, 젖소200두)

연도

토지계 논 밭 과수원 임야 대지₩기타

건물계 창고류 공장류 축사류 주택 기타

계

계

천원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보조 자부담₩기타

2. 일반현황(2010년 8월말 현재)

34,000㎡ 25,000

한우사2동

자동차1대, 트랙터1대, 경운기1대

1

900

지원금액이 3천만원
(후계농업경영인및
쌀전업농지원사업의
경우는 2천만원,

수산사업의경우는 5천만원)
이상인경우작성

경영목적의주요보유자산을
종류별로구분하여각각의

수량기재

□□도00군△△면◇◇리000-0

□□도00군00면00리000-0

김우수

2008 300,000

2009 300,000

2010 50,000

650,000

650,000

300,000

300,000

50,000

650,000

1965.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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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맞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정책서비스

(주) 필요시별도의보조장부작성

일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계

수 입

수입내용 수량 금액(천원) 지출내용 수량 금액(천원)

잔액
(천원)

지 출

3. 월별경영수지( 0000년 0월분) 수입및지출은고정비와
변동비를구분하여작성

*고정비 : 
토지₩건물₩시설₩기계₩장비의
구입또는설치비, 번식
또는사육용대가축및

중가축구입비, 종묘구입비
또는위의물건에대한
임차보증금·권리금등

재산형성적비용

*변동비 : 
종자₩농약₩비료₩원료등
재료구입비, 광열동력비,

소가축구입비, 소농구구입비,
수리비, 제세공과금,
임차료등소모성비용

송아지출하 3마리 6,500

유류대(트랙터) 00ℓ 30

사료대금 500㎏ 100

인건비 2인 150

접대비 3인 50

인건비 1인 80

소모용품잡비 5건 180

전기료등 200

790 7,3108,100

사과(-)출하 10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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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주 산 물

부 산 물

계(A)

종자(묘)대

농약 및 비료대

원료구입비

전기료 및 유류대

기타 제재료비

小농구 구입비

소가축 구입비

인 건 비

수 리 비

농기계사용료

임차료(토지임차료 제외)

토지임차료

시설장비 등의 감가상각비

농기계 감가상각비

차입금이자

자본용역비

기타비용

계 (B)

A - B

수 량 금액(천원) 비고

수

입

손익

지

출

4. 경영성과(기간 : 0000. 1. 1.- 0000. 12. 31.) 

건축물및시설장비등
고정자산구입비또는농기계
구입비(소농구구입비제외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제3항의규정에
의한내용년수로나눈금액<

개정 2002. 11. 29>

트랙터, 경운기등농기계를
제외한삽, 낫, 괭이등

실제지불된인건비와자가
노력비(지역노임기준산출)

연간지불한임차료금액
(전세보증금의경우는

보증금액의 10% 해당액)

자기토지의경우는인근의
토지임차료를기준으로산출

연말에작성
월별경영수지및

보조장부기록을토대
(가계비는제외함)

번식우30두 33,000

사과0.3ha 9,500

42,500

000

000

000

000

00

000

000

000

000

000

00

000

00

00

10,000

3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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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맞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정책서비스

후계농업경영인산업기능요원사업은무엇인가?

A후계농업경영인산업기능요원제도는농촌인구의고령화와농가인

구감소에따라영농정착의욕이높고유능한젊은인재를농촌에유

입시켜농촌인력난해소및농업전문인력육성을목적으로추진된는

제도이다.

후계농업경영인으로선정된자또는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에신

청한자중병역자원충원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현역입영대상

자또는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이대상이된다.

▶산업기능요원이란?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병역법 제36조 및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기능요원으로편입되어해당분야에종사하는자를말한다

▶공익근무요원이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등의공익목적수행에필요한경비·감시·보호·봉사

또는행정업무등의지원과국제협력또는예술·체육의육성을위하여소집되

어공익분야에복무하는사람을말한다.

Q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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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업경영인산업기능요원사업
궁금증해결! A to Z

사업대상자가되려면어떤자격과조건을갖춰야하나? 

A농림사업시행지침상의후계농업경영인으로선정된자또는다음

연도후계농업경영인대상자신청을한자로서, 징병검사를이미받

은자와금년도징병검사대상자중2010년도산업기능요원편입희

망자.

※단, 교육기관(전문대, 대학, 대학원)에서수학하고있는자와휴학중인자는신청불가

산업기능요원편입희망연도에졸업할수있는자와야간학교수

학자로서 본인 영농사업장에서 통근가능한 자, 방송통신교육 수강

자는신청가능하다.

신청단계

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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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을위한기관별추진업무와역할은어떻게되나?

기관별 추 진 업 무

중
앙
행
정
기
관

농림

수산

식품부

병무청

농촌

진흥청

지방
자치
단체

시
₩
도

시
₩
군
₩
구

(농업

기술

센터)

•후계농업경영인산업기능요원기본계획수립시달

•시·도별, 시·군·구별산업기능요원편입대상인원협의

(병무청) 및시달

•소요예산의확보및총괄감독

•산업기능요원업무의총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의 연도별, 시·군·구별 편입대상

인원배정

•후계농업경영인산업기능요원관련업무협조

•농업기술원이주관하는도단위작목별전문교육계획수립및시달

•관할구역내후계농업경영인산업기능요원관련업무총괄

•연도별시·군·구별산업기능요원편입대상인원신청및시달

•관할구역내산업기능요원편입자에대한지도·감독협조(병무청)

•산업기능요원 업무와 관련된 예산 확보 및 소요예산의 시·군·

구별배정

•관할구역내후계농업경영인산업기능요원관련업무총괄

•관할구역내산업기능요원편입희망자모집공고및

연간편입대상인원의신청

•후계농업경영인산업기능요원선발및선발결과통보

•산업기능요원편입추천및편입결과통보

•산업기능요원편입자에대한사후관리총괄

•산업기능요원업무와관련된예산확보및자금의집행

•산업기능요원편입희망자신청서접수및편입대상인원관리

•신청자에대한현지확인조사·평가및적격자편입원서제출

•후계농업경영인산업기능요원선발·편입결과개별통지

•후계농업경영인산업기능요원에 대한교육등사후관리

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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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및방법은어떻게되나? 

구 분 내 용

신청서류

접수기관

신청기간

신청시

제출서류

•관할시·군·구산업과또는농업기술센터에비치

•영농정착지역또는정착예정지역의주소지관할시·군·구

산업과또는농업기술센터

•매년6~7월중 15일이상공고하여모집

※상황에따라필요시신청접수일정및기간변경가능

•후계농업경영인산업기능요원신청서

- 영농사업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1부

※평가시점수반영에필요한학력증명서, 학교장추천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영농교육훈련증명서, 영농기반증명서류등은해당되는자만

제출(학력증명의경우는농업기술센터, 병무청확인사항)

시·군·구는신청대장에현역병, 보충역으로구분하여관리하고

신청현황을산업기능요원소요인원으로시도에보고→도는다음

해신청자중입영대상자소요인원을7월20일까지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보고→농식품부장관은시도지사로부터통보받은소요

인원을7월31일까지병무청장에게통보한다.

※구체적인일정은상황에따라매년변경가능

Q3

매뉴얼3장108-149출력  2010.9.1 18:8  페이지136



1 창업₩전문성개발정책서비스_137

내게 맞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정책서비스

후계농업경영인산업기능요원선정은어떤절차로

이루어지나?

A시·군·구는신청자에대하여평가기준에의거, 개인별로평가

한후평가점수 400점이상의적격자만관련서류를첨부하여 9월

28일까지시군농정심의회에추천.

시·군·구는시군구별후계농업경영인산업기능요원배정인원이

통보되는 즉시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

후계농업경영인을선정. 

이때시·군·구는농업인과대상자들에게공개설명회를개최하고,

평가점수를일반에공개하는등선정과정투명성을확보해야한다.

세부선발기준은어떻게되나? (평가기준참조)

A국가등으로부터정책적으로지원받아졸업후3년이상의무적으

로영농에종사토록되어있는학교출신의의무종사자를우선선발

해야한다. (영농의무종사자우선선발특례) 

예: 한국농수산대학졸업생

개인별평가점수가400점이상된자만선정가능하다.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에 의한 종합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하

되, 종합점수가동점일경우농업계학교출신자중자영자양성지정

고등학교자영농과, 여주농업전문학교졸업자순으로선발한다.

선정단계

Q1

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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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자양성지정고교

여주자영농고, 홍천농고, 보은자영고, 공주농고, 김제자영고, 강진농고, 안동생명

과학고, 경남자영고, 서귀포산업과학고, 춘천농공고, 강원도주천종합고 (11개교)

▶농업계전공자인정기준

최종학력기준농업계학교에진학하여졸업한자로서

•농업계고교또는농업계대학졸업자

•통합농공고의경우농업계열학과졸업자

•일반대학농업계열학과졸업자

•농업계대학과일반대학동시졸업자

•비농업계고교를졸업하고농업계대학2년이상, 농업계전문대학 1년이상

이수자

신청자중산업기능요원편입대상자로선정되지못한자를예비대

상자로선정하여편입포기등으로결격사유자발생시예비대상자

중우선순위가높은자순으로즉시대체한다.

※단, 가족중호적을같이하는사람(혼인외사유로분가한사람포함)이동일시₩군₩구

에소재하는사업장에2명이상복무하게될경우는신청불가

구 분 내 용 비 고

평가기준

영농

정착의욕

(50점)

•영농정착의욕(50점)

- 상 : 50점(신청자의 20%)

- 중 : 40점(신청자의60%)

- 하 : 30점(신청자의 20%)

기존영농실적,

복무중영농충실성,

복무후영농정착가능성을

토대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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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비 고

학력

및

영농교육

훈련

(230점)

•학력(150점)

- 한국농업대학, 여주농업경영전문

학교, 자영자 양성 지정고등학교

졸업자 : 150점

- 농업계 대학교·대학 졸업자 :

100점

- 일반대학 및 농업계 고등학교 졸

업자 : 70점

- 기타학교졸업자 : 40점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년도 졸업 예정자는

졸업자로인정

•교육훈련실적(통산일수) : 80점

- 2개월이상 : 80점

- 1개월이상 : 60점

- 15일이상 : 40점

- 7일이상 : 20점

- 3일이상 : 10점
※단위기간이 2일이상인 경우만 통산일수에

반영

교육훈련기관은 다음기관

에서이수한실적에한함

•농식품부가 인정한 교

육기관

•농촌진흥청, 각 시·도,

농·축협의훈련기관

•농진청장이 인정한 연

수기관, 농업기술센터

및동연수기관

•대학또는전문대등농

업계학교또는부설영

농훈련기관

※재학중현장실습기간인정

(현장실습교육기관출신자우대)

영농경력

(100점)

전공자 50%

비전공자 100%

•영농경력(100점)

- 영농4-H 경력포함) 

- 1년단위로 20점씩가산 (1년미만

은 20점)

농업계학교(농업계학과 포

함) 졸업자와졸업예정자는

재학기간을 영농경력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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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비 고

영농기반

(100점)

•영농기반(100점)

- 2.0㏊이상 : 100점

- 1.5㏊∼2.0㏊미만 : 90점

- 1.0㏊∼1.5㏊미만 : 80점

- 0.5㏊∼1.0㏊미만 : 70점

- 0.2㏊∼0.5㏊미만 : 60점

※본인소유분은 100%, 영농승계가가능

한 직계 존속소유분의 50%를 영농기

반으로인정

※서면계약한 0.5ha이상의 임차농지는

50%를영농기반으로인정

각 사업작목별 평가기준

은 별첨 세부평가기준표

를참고하여평가(별표 1)

- 농경지는 축산분야의

영농기반으로도인정

- 영농승계가 가능한 직

계존속 소유분이란 승

계대상 영농기반을 상

속·증여 또는 임차 등

의 형태로 실질적으로

영농기반을 확보하는

경우에 한함(2009농림

사업시행지침서 제3권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

해확인된것에한함)

- 서면계약한 임차농지는

농지원부상 확인된 경

우에만 영농기반으로

인정되며, 직계존속이

임차한 농지는 영농기

반으로인정되지않음

영농

사업계획

(120점)

•영농사업계획(120점)

- 상 : 120점(신청자의 20%)

- 중 : 100점(신청자의60%)

- 하 :  80점(신청자의 20%)

신청자가제출한사업계획

서를 영농사업계획평가서

(창업농업경영인사업실시

요령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르되,

복무 완료후 영농종사 가

능성에비중을두고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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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비 고

가점사항

•산업기능요원복무적합자로농업

계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 영농

사업계획과관련된분야의국가기

술자격증소지자에대하여는총점

(600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

에서각각20점가산

•농업인턴제 10개월이상, 직업훈련

과정, 대학생창업연수과정이수자,

농식품부의 현장체험교육과정을

이수한농고졸업생은총점 600점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

점 50점, 농과대트랙제 이수자는

가점 100점을부여

•한국농업대학, 여주농업

전문학교 추천은 영농기

반조성이 가능한 자에

한함

•일반 농업계학교장 추천

은 학업성적이 전체의

2/3이내로 영농기반조성

이가능한학생에한함

•사업신청자는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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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으로편입되기위한필수사항은?

A위의기준에따라선정됐더라도반드시후계농업경영인으로선정

돼야후계농업경영인산업기능요원으로편입될수있다.

산업기능요원으로편입절차는어떻게되나?

A시장군수는후계농업경영인산업기능요원으로선정된자중에서

후계농업경영인으로선정된자에한해, 산업기능요원편입신청서와

성실종사서약서를 제출받아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입영 또는 소집

통지경우에는기일5일전까지)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제출한다.

관할지방병무청장은산업기능요원편입즉시시군구에통보, 시

군구는즉시신청인에게개별통지하고, 시·도에통보및보고한다.

시·군·구는산업기능요원복무및사고자현황을반기익월 10

일까지시도에보고하고, 시도는반기익월20일까지농식품부장관

에게보고한다.

산업기능요원대상교육훈련의내용과방법은?

A시·군·구는의무종사기간중에 3월이상의국내외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하는때에는관할지방병무청장의승인을얻어야하며,

그기간은해당분야에종사한것으로본다. 이경우통산6개월을초

과할수없다.

편입신청단계

Q1

Q2

Q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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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는산업기능요원으로편입된 자가선도농업경영체또

는선도농가등에서영농기술및경영기법을습득하기위해교육훈

련을희망할경우의무종사기간중통산6개월범위내에서관할지

방병무청장승인을얻어국내교육훈련을실시할수있다.

의무종사기간산정방법은어떻게되나?

A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후계농업경영인의 의무종사기간은 현역

입영대상자는 34개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은 26개월이

며, 기간계산은산업기능요원에편입된날부터기산한다.

의무종사기간중3개월을초과하는질병으로인한휴가·휴직및

결근기간은의무종사기간에서제외된다. 

사업장소변경시에는어떻게해야하나?

A산업기능요원으로편입된날부터영농사업계획서상의사업장내

에서의무종사기간동안영농에종사해야한다.

사업장소변경은아래경우에해당되는사유가발생했을때는사

업장소이전승인신청서를시군구에제출하여승인받은후변경할

수있다.

복무단계

Q1

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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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댐·저수지 건설에 따라 수몰되거나 간척사업으로 영향을 받

는경우

•공업단지 조성계획 구역내에 있거나 도시계획으로 인해 지목이 변경되

는경우

•결혼으로인하여사업장을이전하는경우

•도로·철도용지 수용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거주지와 사업장 이

전이불가피한경우

후계농업경영인선정취소는어떤경우에해당되나?

사후관리단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 후계농업경영인 사업 취소 및 자금회수 사유

에해당하는자

•도시로이주하거나정당한사유없이의무종사기간중연간 15일 이상

사업장을이탈한자

•회사, 공공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의무종사기간 중 연간 15일 이상 사

업체에취업한자

•사업의 불성실, 각종 교육 및 영농기술지도 소집 등에 정당한 사유없

이참석하지않은자중 1회의재소집교육에도불참한자

•당해사업장에거주하더라도의무종사기간중연간 15일 이상농업이

외의자영업을경영하는자

•사업장소의이전승인없이사업장소를무단이전한자

•병가등질병으로인해 1년이상농업에종사할수없게된자

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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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으로서인정받을수있는활동범위는?

A농한기를이용하여아래범위내에서연간60일이내의농외소득

사업을할수있으며, 그기간은해당분야영농에종사한것으로본다

※단, 서식에의거하여시장·군수·구청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병가, 경조사, 기타 사유등으로사업장을이탈하고자하는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사유서를제출하여승인받은경우는농업

에종사한것으로봄(병가기간을제외한경우연간15일까지만승인

가능).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가공·판매 활동을 목적으로 6일 이내 관외

출장활동

•본인의 사업장소에서 통근가능한 거리의 타농가에 대한 노임 소득

활동

•본인의 사업장소에서 통근가능한 거리의 사업체에서 임시취업 및 기타

근로소득활동등

•절도, 폭행, 도박, 집시법 위반 등의 행위로 인해 형사상의 소추를 받

아영농에계속종사할수없다고판단되는자

•기타시·군·구가후계농업경영인산업기능요원으로존속시킬수없

다고판단되는자와병역법및동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한의무

불이행자

※단, 교육소집통지서를받아군에입영한경우는제외

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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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의복무사항관리절차와방법은?

A시·군은산업기능요원편입후계농업경영인에대하여산업기능

요원명부및복무기록표를비치하고기록·관리해야하며, 사업장

소이동, 파견, 교육훈련, 병가, 국외여행및군사교육등산업기능요

원복무와관련된사항을관리한다.

시·군은 일일복무상황부를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장에 비치하게

하고, 사업장을매월2회이상방문하여복무실태를점검해야하며,

점검결과를일일복무상황부에기록·관리한다.

시·군은복무실태점검결과를매분기말일을기준으로작성, 다

음달 15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며, 개인별로 복무상

황대장을 비치·기록해야 하며, 분기별로 개인별 복무현황을 관리

한다.

시·군·구는사업장방문시후계농업경영인이실제농업에종사

하고있는지를면밀히확인해야하며, 필요시이웃농가의견도청취

하여실질적인현장점검이돼야한다.

시·군·구는주사업작목에대한과제를부여하고,영농일지등을

기재·제출토록하여수시평가·지도해야한다.

※부득이한사정으로인해주작목변경을원할경우시군구에주작목변경을신고

해야하며, 이경우시·군·구청장은결과를관할병무청장에게통보하고변경신고된

사업분야추진여부를반드시확인해야한다.

시·도및시·군·구는 산업기능요원에편입된후계농업경영인

의사후관리등을위해필요하다고판단될때는소집일자, 시간등을

Q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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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수시영농기술지도등을실시해야한다. (영농기술지도및복무

관리등을위한소집일자는교육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산업기능요원의신상이동사항이발생한경우는?

A시·군·구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때에는산업

기능요원‘신상이동통보서’를작성하여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14

일내에통보해야한다.

산업기능요원복무만료후행정처리는?

A 시·군·구는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의무종사기간이 만료 되는

자의명단, 병역증및보충역복무기록표를제출받아의무종사기

간이만료되는달의전달 10일까지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송부

해야한다.

•후계농업경영인의자격이상실되었거나사업장소가변경된경우

•의무종사기간중통산 3개월을초과하는병가를얻은경우

•의무종사기간을 35세까지마칠수없을경우

•의무종사기간중통산 30일미만의국내교육훈련을실시하게된경우

•무단결근또는직장이탈등의일수가휴가일수를초과한때등

Q4

Q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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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오름농장은 전북 정읍시 칠보면의 한우농

장이다. 류영학(49세) 대표와아내윤미례씨

가두개의축사에서 130두의한우를사육하

고 있다.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후계영농인

으로 경영 특화를 한 것이 주효했고 정책적

지원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한 것이 성공비결

이었다.  

‘현장교육-자금운용’중요하지만

결국‘자기자신과의싸움’

류영학해오름농장대표

현장사례

CASE

후계과정_ 온 가족이축산업에애정갖고생활

정읍시에서는한우농가들에대한지원이많은편이다. 류영학씨는연로한부친을대신해영농사업을이

어받았고아들원식군도한국농수산대학에서3대후계를위한공부에열중하고있다. 막내는요리사가되

고싶다고한다. 가족전체가전반적으로축산농업을중심으로인생계획을세우고있고축산이발달한정읍

지역의특수성도도움이되고있다. 류영학씨의부친은전형적인농부였다. 논과밭, 축산을겸업해왔다.

류영학씨는이를물려받아한우사육중심으로재편했다. 한우의비전이가장밝다고판단했기때문이기도

하지만무엇보다동물에대한애정이많았다. 한우농장에전념한것은10년전부터. 이를위해인터넷을활

용해정보를모으고정읍농업기술센터의교육을최대한받아왔다.   

자금운용_ 성패의관건은‘지원이아니라자기자신’

1996년한우농장에전념하기위한준비로송아지입식을위해후계농업경영인지원사업비1천500만원을

받았다. 송아지7마리를입식하는데활용했다. 한우농장을키우는데좋은발판이되었다. 

2007년800평규모의현대식축사를설비하는과정에서자금이크게필요했다. 축사설비를갖추는데3

억여원이들어갔는데이때우수농업경영인추가지원사업비7천만원을대출했다. 

“지원자금으로전기시설과기계설치를했습니다. 농장을과학화하는데크게기여했죠. 농장을확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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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농장으로발전시키는데밑거름이된것은분명합니다. 하지만대출자금을지

나치게의존하면안됩니다. 결국은일이죠. 스스로농장운영의효율화방법을

찾아야해요.”

경영방식_ 조사료활용, 사육과학화와생산비절감동시이뤄

류씨가운영하는해오름농장은순수한가족농업경영체다. 따라서계통출하가없고그때그때필요처에

따른출하가불규칙적으로일어난다. 그럼에도불구하고다각적인매출로소득의안정화를이루고있다. 송

아지판매와번식우판매, 고급육출하등이주요소다. 

해오름농장의한우사육핵심은조사료를활용한한우사료의조절에있다. 조사료용옥수수밭을별도로조

성해배합사료비50%를절감하고있다. 거세우의경우일정크기가됐을때부터최대한농후사료양을줄인

다. 그럼에도불구하고소들은튼실하기이를데없다. “사료공급방식은축산농장에서가장중요한키워드

예요. 소를살찌우기위해무리하게먹이는예가많은데그것처럼무모한방식도없습니다.”

농장을창업하는이들이가장중시해야할것으로현장교육을꼽는다. 의욕만앞세워귀농했다가실패하

는이들을많이보았다고강조한다. “농업은아무리체계적으로교육받아도늘변수가따르는업종입니다.

의외의변수가발생했을때어떻게대처하느냐에따라성패가갈리거든요. 어제만해도우리송아지한마리

가태어나자마자어미발에밟혀핏줄이터졌어요. 조금만늦게발견했다면살리지못했을겁니다.”

미래계획_ 자연방사한우농장세워한우사육의진화이룰것

류씨는2015년까지해오름농장을500두생산체제로키우는게목표다. 방사형자연농장으로한우사육방

식의업그레이드도이루겠다고한다. 현재축사는일본와규농가의축사를벤치마킹해세운것으로소의생

활환경을최적화하는데목표를두었다. 보다성장하게되면뒷동산을방사형으로꾸며소들이햇빛을받으

며자랄수있도록농장업그레이드를추진하겠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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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산업이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지만 농업분야에서의 교육은 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흔히‘1년 농사’라는표현을쓰는데서알수있듯이, 한 번의실패가가져다주는영향

이다른산업에비해크고회복하기위한기간또한길다. 성공과실패의원인도다방면에서

복합적으로작용하기때문에항상대비하고준비하는자세로교육에임해야한다. 또한농업

에서의 교육은 단순 배움을 넘어서 인맥형성, 기술개발의 장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자신의

수준을인식하고이에맞는교육내용및방법을선택하는것이중요하다.

▶수준에맞는교육선택이중요한이유

교육과정은교육생의수준에따라선택해야한다. 

농업을준비하는초보농업인이이론위주의고난도농업기술교육

을받으면실제적용이어려울것이다. 이미생산기술을터득한베테

랑농업인이기초농업기술이나 농업인마인드교육을받으면낭비

적요소가클것이다. 이처럼같은농업인이라해도개개인의수준에

따라필요한교육이다르다. 교육효과를높이려면선택을잘해야한

다. 단계별수준에맞게교육을받는동안전문농업인으로서필요한

다양한농업기술과마인드를형성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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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입단계의교육과정

농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귀농희망자 및 신규농업창업자들에게

필요한교육은기초농업기술과생활기술등농업인의기본마인드

형성부터시작된다. 

이후전문적인기술까지전반적인교육을받아야한다. 

교육방법또한단순이론위주의주입식교육이아닌실습을통해

체험해보고생활에직접적용해볼수있는교육이바람직하다. 최

근에는시간을내기힘든교육희망자들을위해인터넷을활용한온

라인교육서비스도제공되고있다.

진입단계 창업·성장 / 발전단계

대상

교육내용

교육방법

귀농희망자, 신규창업자등

기초농법및

농업마인드교육

현장실습및

체험교육
이론및실습교육

전문농업기술, 마케팅

유통교육

신규창업자, 전업농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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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및내용

통합농업교육정보서비스
http://www.agriedu.net

T. 031-460-8922~3

귀농희망자를대상으로귀농

단계별(귀농탐색₩결심₩실행/정착) 

맞춤교육과정운영

- 수강과목 : 필수과정₩추천과정

- 품목기초총62개과정외

한결이네귀농일기등

천안연암대학귀농지원센터
http://www.uiturn.com 

T. 041-580-1049

농업창업성공길잡이 : 현업에

근무하는귀농희망자를대상으로

차근차근농업창업을준비할수

있도록진행되는교육과정

수강과목 : 알고시작하는식용

작물의재배’외30여과목

교육기간 : 1개월

(3과목수강한정)

기타사항 : 온라인교육수강자

대상으로월 1회이상오프라인

현장실습운영

교육기관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센터
사이버교육

http://hrd.rda.go.kr

T. 031-238-9371

각품목별영농기술교육

(연간 3학기운영/ 학기당 2개월)

온라인교육기관

◆천안연암대학귀농지원센터 www.uiturn.com
➔교육기관및교육과목정보확인

➔해당교육기관에교육신청

※각과정은교육기관의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으니확인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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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농업교육정보서비스www.agriedu.net

2010 온라인교육과정안내

품목별창업노트

농업비즈니스창업레포트

농업, 경영을만나다Ⅰ

농업, 경영을만나다Ⅱ

귀농·귀촌첫걸음

귀농희망지역을찾아라

농지·주택마련은이렇게! 

성공농사에힘이되는농기계, 농약활용법

달인에게배우는시설원예

도전! 친환경농업

농촌소득높이는농축산물유통바로알기

농산물의재발견, 농산물가공법배우기

인생2막! 여성농업인으로사는법

귀농선배에게듣는귀농이야기

과수품목

채소품목

식량작물

약용작물

축산품목

필수과정 총40시간

추천과정 총80.5시간

품목기초 총74시간

교육시간과정명

온₩오프라인교육과정운영및
정보제공을통해귀농희망자, 농업인을
대상으로단계별맞춤교육과정을
서비스하여학습을지원하는농업교육
포털사이트

통합농업교육정보서비스

www.agriedu.net

www.agried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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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숙형귀농교육

목표
실습형단기교육을통해귀농귀촌

사업안내및정착지원

합숙형전문귀농교육을통해정예

귀농인력육성

특징

•주말을이용한단기간귀농

귀촌적응훈련

•다양한품목의기초이론및

실습체험특징

•2개월이상장기간합숙기술습득

교육

•농식품부지정선도농가실습장과

연계한도제식현장실습교육

실습형귀농교육

에이티알앤디 원예분야실습중심 063-543-3450

경주환경농업교육원 과채류귀농실습전문교육 054-751-4100

부산귀농학교 생태집짓기실습체험, 산야초실습강좌 051-462-7333

그린투어컨설팅 도시직장은퇴자를위한성공적인귀농귀촌 02-503-0579

농어촌빈집주인찾기사업단 빈집리모델링,생태화장실만들기 02-525-0195

명소-IMC 생활목공 02-576-2417

농협중앙회 도시직장인을위한귀농귀촌교육 02-2080-5604

(사)무진장좋은마을네트워크 농산물가공을통한고부가가치실현하기 063-432-0367

귀농영농조합법인 농산물가공및황토흙집짓기 063-262-0170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종합)현장실습교육 02-794-7270

황토구들마을영농조합법인 귀농귀촌인의DIY황토구들방짓기 033-334-6866

자립하는소농학교(실습-전통농업)

전국귀농운동본부 생태귀농학교 (농촌생활중심) 031-408-4080

마을도우미(대안에너지, 토양, 퇴비)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도시민농업창업교육(과수) 031-880-2780

한국농수산대학산학협력단 버섯과정 031-229-5047

농협중앙회안성교육원 과수(사과, 배, 복숭아, 포도) 031-659-3524

농협중앙회창녕교육원 원예(채소) 055-521-7730

(재)한국농촌문화 연구회약용작물생산기술전문가양성과정 031-405-6001

천안연암대학귀농지원센터 도시민농업창업교육(채소) 041-580-1148

실
습
형

교육기관

합
숙
형

구분 과정명 연락처

2010 귀농·귀촌교육기관및프로그램

※각과정은교육기관의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으니확인필요세부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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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창업-성장·발전단계의교육과정

본격창업에나선농업경영인은배울게많다. 농업기술뿐만아니

라최신영농정보는물론경영관련지식, 시장동향등을제대로알

지못하면어려움이닥칠수밖에없기때문이다. 이를위해정부에서

는다양한방법을통해전문화된교육기관및과정개발에힘쓰고있

다. 특히2010년에는농업교육을4개분야로구분하여공모를통해

우수프로그램및기관을선정하여운영하고있다. 

또한 고급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해

2009년, 농업마이스터대학을설립하여전국9개대학, 23개캠퍼스

에서운영중이다. 농업경영인이현업과학업을병행하면서스스로

학습을할수있도록도움을주고있다. 농업현장에바로적용할수

있는밀착형기술교육은농업경영인의필수코스로통한다.

정부의농업교육방향중특별히강조할수있는교육은바로현장

실습교육(WPL: Work Place Learning)이다. 정부에서는농업인이

선도농업인의전문기술과핵심노하우등을습득할수있도록전국

에대표실습장과선도농가실습장을조성, 운영중이다. 실습장별로

특화된전문교육과정을개발하고현장교수의역량을강화하는프

로그램을운영하는등교육의질을높이고있다.

이밖에도 농촌진흥청과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연구자료를공개하여새로운농업기술은물론시기별작황상

태, 전망등을꾸준히알려주고있다. 개별농가나경영체에서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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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군의농업기술센터를통해품목재배기술에대한노하우와새

로운시장환경을대비한각종마케팅교육도실시하고있다.

이렇게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을적극활용하여성공농업인으로

서갖춰야할역량을극대화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교육기관 교육기간 주요교육내용

2010
신규후계농

2011
예비후계농

2010 우수
농업경영인

(추가지원

사업대상자)

천안연암대학

(☎ 041-580-1124)

한국농수산대학

(☎ 031-229-5045)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031-8012-7311)

2010년 8월
~

12월(5개월)

(1기수당

2박 3일

총 24시간)

기업가정신과수익창출마인드

마케팅혁신전략, 성공키워드

후계농매뉴얼, 창업자금이해

자금운용계획수립등

농업경영환경분석과적용

마케팅믹스의이해와적용

농업경영인회계, 농업경영

대상자

2010 후계농업경영인교육프로그램안내

※해당교육기관에문의하시면자세한교육과정정보를확인하실수있습니다,

상세내용 시간(분)

기업가정신과
수익창출마인드

마케팅혁신전략

•기업가정신의중요성, 진단, 개념등

•기업가마인드로본농업

•애그리비즈니스의개녕과사례

•가치창조농업으로의발전전략

•농업경영의출발점은고객

•고객중심사고의중요성

•시장/고객에대한이해

•마케팅혁신사례연구

60

240

구성

후계농(신규후계농, 예비후계농) 경영교육세부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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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이해

자금운영계획수립

쌍기역성공키워드
(꾀, 끼, 끈, 꿈)

후계농매뉴얼

흥부의대박창업기

•매뉴얼활용교육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안내

•창업자금확보및유의사항

•영농자금및돈관리란?

•창업자금확보및유의사항

•돈의흐름평가

•투자분석방법

•흥부의대박창업기

•기획적사고의힘, 개념

•기획의시작, 과학적정보관리

•농업경영에서발상의전환이용사례

•창의적사고의개념, 원칙

•재미있는뇌이야기

•아이디어분출실습/질문

•대인관계기술의필요성

•대인관계유형진단/설명

60

60

60

300

540

상세내용 시간(분)

농업경영
환경분석과전용

마케팅믹스의
이해와적용

•나의환경민감도는?

•복있는농장의성공요인

•농업경영환경분석기법

•SWOT 분석실습

•사전과제공유

•나의사업환경분석

•집중인터뷰이사람, 마케팅을말하다

•마케팅전략의이해, 실습

•화려한농촌의부활

•송산포도의성공전략

•나의마케팅전략

300

구성

전업농(우수농업경영인대상) 경영교육세부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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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농업경영인의회계게임

나의인맥관리

농업경영테마톡톡
1, 2, 3

OK 인생을위한
방법과적용

나의비전과목표수립

300

100

120

360

교육특징

창업·경영·마케팅

•법무, 노무, 경영전략, 지적재산권, 재무, 회계, 투자등

경영관리교육

•1인기업, 창업, 무역등실무경영교육

•상품·브랜드개발, 홍보·광고, 고객·판매관리등마케팅교육

조직화·리더십 •농업인, 농업경영체의조직화·규모화·농촌개발에필요한교육

친환경·품목기술 •소득향상에기여할수있는전문·심화등고급기술교육

분야

2010 농업교육우수프로그램분야별교육과정

후계농매뉴얼및
자금이해

60

•영농자금및돈관리란?

•경영자금확보및유의사항

•돈의흐름평가

•투자(안)분석방법

•프로농업경영인의회계게임

•내가생각하는인맥

•나의인맥형성의경험과전략

•나의파워인맥그리기

•나의인맥점수

•나의인생태도진단

•인생태도유형분석

•OK인생을위한나의다짐과노력

•성공농업인의비전과꿈

•비전의의미와중요성

•나의비전스토리

•홍로원김재원씨의목표

•달에서살아남기

•테마톡톡이란?

•문제선정및실습

•공통의그림을그려라

•문제분석기법이해와실습

•원인분석기법이해와실습

•장님기차게임

•해결안도출에필요한사고능력

•해경안도출기법과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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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맞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정책서비스

충북농업연구원 농업인인터넷상거래운영자과정 043-211-2052

한국농업CEO연합회 농수식품경영체실무자과정 02-6300-8393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혁신인재비즈니스아카데미

02-3401-9204
전업농교육경영과정

농업기술실용화재단 HIGH-UP 농식품벤처사업성공비법 031-8012-7311

농촌개발원농업회사법인 커뮤니티비즈니스창업과정 02-795-8622~3

농수산무역신문 농식품수출전문가과정 02-6300-8001

인포마스터 Real-Business 전문가마스터과정 02-320-8843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농업경영체경영회계과정

02-3401-6567
전업농전문경영과정

이지탑 화훼브랜드개발및마케팅촉진전문가과정 080-000-01115

한국작물보호협회 농업인초급분야 02-3474-1590

한국여성발명협회 우리농촌지적재산권갖기 02-538-2710

에리트경영연구소 농업인경영전문가과정 062-514-0887

(사)전북지역농업연구원 농업ㆍ농촌핵심리더교육과정 063-251-9052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농업협동조합역량강화교육 02-3474-9217

(재)한국양돈기술원
한계농촌지역개발과어메니티활성화 031-632-0756

(주)지역아카데미

농촌사랑지도자연수원
농어촌마을해설가교육과정

031-961-0142
농어촌체험지도사교육과정

농협중앙회원예특작부 K-melon 조직화프로그램 02-2080-6343

동신대학교산학협력단 문화를접목한농촌관광전문가양성과정 061-330-3495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혁신지도자리더십육성과정 02-3401-6567

(주)명소IMC 도농교류형영농조합법인운영실무과정 02-576-2417

부래미마을
주민이주도하는농촌마을축제

031-643-0817
리더양성캠프(초-중-고급과정)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친환경농업인단체리더및실무자교육 031-521-2160

사회적기업이장 농정거버넌스주체역량강화교육 02-888-4368

창
업
·
경
영
·
마
케
팅

기관명

조
직
화
·
리
더
십
·
농
촌

분야 과정명 연락처

세부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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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환경농업단체연합회 친환경농업품목기술심화과정 031-521-2160

강원대국제유기농림수산센터 유기농최고전문가과정 033-570-6764

농협경주환경농업교육원 친환경유기농업아카데미과정 054-751-4100

(사)한국신지식농업인회
감와인제조과정

02-403-3504
매실가공(응용) 실무교육

(사)경남과학영농특성화교육사업단 베드딸기재배신기술재교육 055-763-2301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고품질조경수재배과정

02-794-7270
말산업전문가양성과정

(사)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농식품가공리더육성과정 02-3401-9204

공주대학교산학협력단 시설원예환경제어맞춤형과정 041-850-0501

순천대학교친환경축산사업단 친환경축산농가기술및HACCP교육육성과정 061-750-5320

농경과원예㈜
친환경먹거리를선도하는

02-442-2777
힐링푸드메뉴개발전문가과정

한국종자연구회 식물신품종보호지적재산권과정 031-467-0112

친
환
경
·
품
목
기
술

기관명분야 과정명 연락처

※각과정은교육기관의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으니확인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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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특징

농업마이스터대학

•고급기술, 지식및경영능력을갖춘전문농업경영인육성

•농업경영인이현업과학업을병행하면서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수있는체계

•농업현장에바로적용할수있는밀착형기술교육

분야

2010 농업마이스터대학

한국농수산대학
친환경채소, 버섯, 사과, 031-229-5195

수도작(벼), 시설채소, 인삼, 한우 031-229-5197

한경대학교 양돈, 포도 031-678-4985

농협대학 화훼 031-960-4117

강원대학교 한우1,친환경채소,인삼,시설채소 033-250-7238

상지대학교 한우2, 친환경경종 033-738-7971

강릉대학교 파프리카, 감자 033-640-2908

충북농업연구원
딸기, 포도, 시설채소(수박), 

시설채소(고추)

043-211-2052충북대학교 인삼, 한우

건국대학교(충주) 사과, 양계

흙살림 친환경경종, 친환경채소

충남대학교 딸기, 시설채소, 인삼 042-821-8757

공주대학교
사과, 버섯, 친환경경종, 

친환경채소
041-850-8114

천안연암대학 한우, 양돈, 배 041-580-1114

친환경경종, 버섯, 

파프리카(시설고추), 딸기, 
063-290-6422~3전북농업인력개발원

시설채소(토마토), 

시설채소(멜론수박)

전북대학교 사과, 포도, 한우, 양돈 063-270-4152 

경기
농업마이
스터대학

강원
농업마이
스터대학

충북
농업마이
스터대학

충남
농업마이
스터대학

전북
농업마이
스터대학

기관명구분 전공명 연락처

세부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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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대학교 친환경단감, 친환경한우, 청정인삼 061-750-5082

전남대학교 한우, 배, 버섯 062-530-5114

목포대학교 조미채소(마늘), 화훼(장미) 061-450-2997

온실작물연구소 시설채소(토마토), 딸기 061-381-3643

전남농업기술원 친환경경종, 양돈 061-330-2729

경북대학교 사과,배,포도,버섯,시설채소(참외) 053-939-6113

영남대학교 한우, 복숭아 053-810-2939

안동대학교 고추, 마늘 054-820-6235

농협경주환경농업교육원 친환경채소 053-939-6112

경남농업기술교육센터 시설딸기, 참다래

경상대학교 파프리카(토마토), 화훼(분화), 버섯 055

진주산업대학교 시설채소(고추), 사과, 한우, 양돈 771-6190~6194

부산대학교(밀양) 단감

제주대학교 감귤, 친환경과수

제주지역농업발전연구소 아열대과수
064-754-2694

제주 한농연 한우

제주양돈협회 양돈

전남
농업마이
스터대학

경북
농업마이
스터대학

경남
농업마이
스터대학

제주
농업마이
스터대학

기관명구분 전공명 연락처

세부교육과정

※각과정은교육기관의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으니확인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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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특징

현장실습교육
(WPL)

•선도농업인의전문기술과핵심노하우등현장의전문기술

습득

•실습장별로특화된전문실습교육과정개발및운영

•실습교육장지정확대및현장교수역량강화프로그램지원

분야

2010년현장실습교육(WPL) 

경기포천 한과원 가공 한과인재개발교육과정 031-533-8121

충남논산 ㈜세실 친환경원예 천적을활용한해충방제기술이해 041-740-8066

대가축실무

충남천안 천안연암대 축산 양돈실무 041-580-1101

양계실무

전남
전남대학교 축산 프로그램준비중 061-331-2827

순천대학교 IT기반첨단 프로그램준비중 061-750-3266

경남진주 경남ATEC 원예 프로그램준비중 055-771-6172

경북영주 축산기술연구소 축산 프로그램준비중 054-638-6011

서울송파 한농연 친환경 프로그램준비중 02-3401-6543

경기여주
이남주

특작(버섯)
특성화버섯재배

031-886-6083
자연아래버섯 버섯의원리및시설재배

강원원주 영흥영농
채소 파프리카분류및생산시설의구성

(파프리카) 육묘관리및재배관리
033-765-3888

충남당진 은일농산 과수(사과)
친환경자연농업사과재배원론

041-353-0105
고품질친환경감칠맛나는사과재배

충북청원
청개구리

미곡 친환경특수미생산및판매 043-231-2288
쌀마을

전국

대표

실습장

선도

농가

실습장

품목실습장명구분 지역 프로그램명 연락처

세부교육과정

Tip

▶교육기관체크사항1

- 내게맞는교육인가

교육기관을선택할때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교

육내용및방법등을꼼

꼼히 살펴 내게 필요한

교육인지를체크해야한

다. 이때는 교육장의 위

치, 숙박 여부, 교육기간

등을 염두에 두어 선택

하는것이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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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음성 일월성목장 한우
무항생제발효사료를사용한

043-878-3872
고품질한우육성실무교육

포도기본 1-1

전북완주 영광포도원 과수(포도) 포도고급 1-1 063-222-5658

포도전문 1-1 ~ 8

전북장수 홍로원 과수(사과) 사과고품질생산기술 063-351-7004

전북남원 남원모던 파프리카
유리온실파프리카생산실습Ⅰ

063-832-2278
유리온실파프리카생산실습Ⅱ

전남무안 그루터기농원 과수(배)
배과원토양관리와관개및수형구성요령

061-453-6289
수확후관리및저장요령

한우비육우사양관리

경남하동 우경농장 축산(한우) 한우번식우사양관리및 055-882-9257

송아지육성사양관리인공수정

웰빙그린
고품질자묘생산기술

경남산청
딸기농장

과수(딸기) 후반기딸기재배기술 055-972-4593

하이베드시설재배

경남진주 류진농원 단감
친환경단감재배

055-746-2121
고품질단감재배및수확후관리

경북안동 안동민속한우 한우 한우거세우비육과 TMR의적용 054-843-3113

경기화성 현명농장 배 프로그램준비중 031-356-3315

경기화성 라이온팜주식회사 채소 프로그램준비중 031-298-5289

경기화성 J&A 포도 프로그램준비중 031-357-8087

강원평창 약물산토종농장 미곡 프로그램준비중 033-333-3030

강원횡성 청야농장 축산 프로그램준비중 033-344-4553

강원횡성 홍삼팜 특작 프로그램준비중 033-342-0286

충북보은 임흥과수연구소 사과 프로그램준비중 043-544-2004

충북음성 해돋이 복숭아 프로그램준비중 043-877-3911

충북영동 성심농원 포도 프로그램준비중 043-742-5074

충북음성 충북고추연구소 시설채소 프로그램준비중 043-872-3774

충북청원 사철농장 양계 프로그램준비중 043-715-9959

충남논산 산과들애딸기농장 딸기 프로그램준비중 041-741-3501

선도

농가

실습장

품목실습장명구분 지역 프로그램명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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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특징

지역특성화
지역별농업대학

•지역별농업대학을통한영농기술교육, 영농생활교육

•해당지역별특성과특화품목에관한상설교육

•영농시기별기술및마케팅, 정보화교육등

분야

농산업기계교육 031-940-4811

경기농업마케팅대학 031-229-5893

신세대농업CEO 아카데미 031-229-5855

귀농희망자영농기술교육 031-229-5854

미래농업대학원교육
033-254-7901

맞춤형농업최고경영자양성전문심화과정

농업경영정보대학 053-320-0200 

농업혁신대학 053-320-0409 

귀농교육및상담지원 02-459-6754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경기도
농업기술원

강원도
농업기술원

작목별재배기술교육 043-220-8330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농업기술교육센터교육 055-771-6150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전북농업인력개발원교육 063-280-6421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연락처과정명지자체 / 기관

▶교육기관체크사항2

- 비용대비교육수준은

어떠한가

저렴한비용으로양질의

교육을받을수있는방

법은없을까? 최근정부

에서지원하는교육과정

은교육비의상당부분을

보조해주기때문에이를

잘 활용하면 높은 효과

를 얻을 수 있다. 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되기

때문에교육주제및내

용이다양하고공모심사

를 통해 검증된 기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비용이저렴하다고해서

수준을간과하고선택하

는것은금물이다. 

Tip 광역지자체및시군교육정보

영농기술교육, 농기계교육, 정보화교육 061-330-2727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인대학

귀농₩귀촌교육 064-760-7524

농산물유통및마케팅과정교육

제주도

※각과정은교육기관의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으니확인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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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맞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정책서비스

▶교육기관체크사항3

-단·중·장기교육플랜

교육은단계별로계획을

세워 받아야 한다. 지금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

한 수단으로 여기지 말

고 앞으로의 중장기 계

획에 맞춰 필요한 교육

을 찾아가야 한다. 따라

서 단기-중기-장기 교

육플랜이 필수다. 5년

단위, 10~20년 단위의

앞을 내다보고‘내게 맞

는 교육 마스터플랜’을

짜두는 게 좋다. 교육기

관 선택과 수강시에는

홈페이지나인터넷정보

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

제 교육기관의 상담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자신에게필요

한 교육인지 여부를 판

단하는게좋다. 

Tip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니

해당도기술원또는기술센터에문의하여필요한교육과정을알아

보는 것이 좋다. 각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며교육정보를제공하고있으니인터넷검색을통해알아볼

수도있다. 

1.농업 분야는 교육이 특히 중요하다. 한 번 실수는 1년 경영에 영향을 주고 실패한

뒤 극복하기 위한 기간이 길기 때문이다. 또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 이상의 인맥

형성과고난도재배기술개발로이어지기도한다.

2.귀농 희망자와 신규 진입 농업인력을 위한 교육기관은 통합농업교육정보서비스

(www.agriedu.net), 천안연암대 귀농지원센터(www.uiturn.com), 농촌진흥청

(hrd.rda.go.kr) 등이 있다.

3.본격적인 농업창업과 성장·발전단계에서는 배워야 할 것이 훨씬 많다. 전국 9개

대학에서 운영 중인 농업마이스터대학과 정부에서 진행하는 현장실습교육

(WPL:Work Place Learning)이 대표적이고 광역지자체의 농업기술원, 각 시·군

의농업기술센터를적극활용할필요가있다.

Summary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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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
농업경영인으로

성장하기

농업경영은인생계획과맞물려있다. 따라서자신이원하는삶의방식과일치하는지충분한검토를해야한

다. 이후현장적응을위한각종준비가필요하다. 전문교육을받고생산기술과물류유통등전반적시스템을

익히고현지네트워크를구축하는것이기본이다. 지역사회적응을비롯해세무·회계, 법률, 정책자금활용등

경영전반에필요한네트워크구축방법을알아보자.

Chapter 4

매뉴얼4장168-179출력  2010.8.30 10:53 PM  페이지2



170_후계농업경영인육성매뉴얼

모든사람들이성공을꿈꾸며창업을하지만누구나다성공을하

는것은아니다. 다른분야의취업이나창업과달리농업경영인이된

다는것은규모가크고작고를떠나독립적인경영주(CEO)가되는

것으로, 주어진임무를완수하면충분하던과거와는다른양상이전

개된다. 처음부터끝까지단독으로책임을져야하는것은물론본인

의선택과처신이가족과주변인들에게큰영향을미친다는사실을

명심해야한다. 일단처음영농을시작한이들은다음세가지과정

을거친다.

후계농업경영인, 이정도는기본이다1

가.농업경영인의필수마인드

농업은단순한먹을거리생산을위한산업이아닌미래형블루오션이다.

부지런함과 성실함이 으뜸의 덕목이었던 20세기 농업은 지나가고 자신

만의 아이디어를 농업에 접목시키는 지식농업, 퓨전농업 등이 21세기형

성공농업의대안으로서급속히부상하고있다. 이같은산업적전망과가치

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종사인력의 마인드가 중요하다. 지식농업 시대의

농업경영인이갖추어야할마인드에는어떤것이있는지살펴보자.

▶단계적준비를거쳐경영역량극대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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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 농업경영인으로 성장하기

농업경영인이되기로결정했다면충분한여유기간을갖고차근차

근준비해야한다. 

일단농업에대한사전지식이전혀없는경우가능한많은현지탐

방을하고인터넷으로관련정보를찾아보며꼼꼼하게비교하는노

력이필요하다. 

그런다음귀농및창업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는기관을찾아가

상담과교육을받아야한다. 여기에서가장중요한것은‘이일이내게

맞는가, 내가원하는삶과일치하는가’를파악하는것이다.

자신에게 맞는교육프로그램을찾는것이중요하다. 이를통해품

목에관계없이적용할수있는기초농업기술을습득하고, 그과정을

거쳐‘내게맞는품목’과‘영농방식’을결정해야한다. 

해당품목에서요구하는구체적인고급농업기술교육을받고이후

농사를본격적으로준비하면서각종위기대처능력, 마케팅능력등을

포함한경영역량을키워야한다. 

농업경영자되기필수과정3

1. 내가원하는삶인가, 내게맞는가? 충분한검토와준비1

1. 학습을통한내게맞는품목·영농방식찾기2

1. 본격경영역량갖추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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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농업‘경영효율화·정보화·글로벌화’필수

과거에는‘내땅에내농사짓는다’는식으로주먹구구식농업을

해도큰문제가일어나지않았다. 생산량이모자랐기때문에작황만

좋으면별어려움없이판매가이루어졌고, 무엇보다자급자족형영

농이목표였다.

지금은시대가바뀌어‘작황= 성공’으로귀결되지않는다. 국제적

경쟁이시작됐고국내시장내에서도품질경쟁, 마케팅경쟁, 경영

효율성경쟁이강조되고있다. 농업인 1명이‘1인법인’이라는자세

가요구되는한편품목이나지역별로조직화현상이두드러지고있

다. 이런배경에서미래농업인이기존의자세와비교해보강해야할

마인드는다음세가지로정리된다. 경영효율화마인드, 정보화마인

드, 글로벌마인드함양이다. 

경영효율화마인드

경영 책임성

장단기 계획 설계

교육훈련의 중요성

관리 효율성

사업계획-개인목표

생산과정

수확 후 관리

유통-판매-마케팅

인적 네트워크

생산-물류 시스템

냉장-냉동 기술발전

세계적 소비추세

주변국 작목현황

수출입 동향과 변화

정보화마인드 글로벌마인드

미래농업경영인이추구해야할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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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 농업경영인으로 성장하기

●경영마인드는농업경영의효율화를위한자세다. 이는단순히마

음만먹는다고이루어지지않는다. 이를구체화해실제경영으로구

현하기위한교육이나훈련을적극적으로받아야한다. 경영마인드

를높이기위해서는스스로주인의식을갖는게무엇보다중요하다.

농업에종사하는것도엄밀히따지면규모에차이만있을뿐기업을

경영하는‘사장’과같은위치에있기때문이다. 

●현장에서열심히일만하는시대는지나갔다. 생산과정을기록하

고 응용하는 것부터 체계화해야 한다. 유기농업이든 일반농업이든

정보화마인드가 갖춰지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들다. 동시에 고객지

향적전자상거래마케팅전략, 블로그·카페, 트위터를이용한e-비

즈니스활성화요령등에대한접근노력이필요하다. 정보화마인드

는사업계획서작성과개인목표만들기등다양한프로그램에도적

용할수있다. 

●농업의정보화능력은글로벌마인드가갖춰지지않으면활용하

기힘들어진다. 가까이일본과중국이라는거대시장과경합하는현

상이농업계에폭넓게확산되고있고이것이기회냐위기냐는결국

농업경영인들의몫으로돌아갈것이다. 생산현장에서세계시장의

트렌드를파악하고국제기준에부합한영농을시도해야함은기본

이다. 장기적으로는글로벌농업비즈니스를창출하는능력을갖춰

글로벌마케팅을펼칠수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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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평균적으로 신규 유입되는 영농 종사자는 7천514명, 이중

57.6%가40대이하로젊은층의진입이눈에띄게늘고있다. 우리

나라농촌마을이3만6천여개정도되는것을감안하면모든농촌

마을에5년에한명꼴로새로운농업종사자가생기는것이다. 문제

는이들중대다수가영농기반이취약하고, 농업과관련한전문성이

부족하며, 농업관련인적네트워크가제대로형성되지못한상태에

서취농을한다는사실이다.    

귀농자중에는한창나이인스무살청년시절에귀농한사람부터

중년이넘어귀농한사람까지폭넓은사람들과연간수익이5억원

이넘는사람부터아직경제적으로는불안정한단계에있는사람등

매우다양한사람들이있다. 이들은각각의환경에맞게자본, 기술

(전문성), 시장, 인적네트워크등네가지노하우를취득해야한다.

농업경영의 출발은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것부터 시작된다. 지역사

회는인간관계를가장중시하는만큼마을이장을비롯한터줏대감들과

친숙해져야한다. 모든정보와조력의근간이여기에서시작되고읍·면,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의조직적네트워크를갖출수있다. 어떻게관계

를맺고어떤도움을받을수있는지살펴보자. 

▶가장가까운‘마을사람들에게인정받기’가최우선

나.지역사회네트워크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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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 농업경영인으로 성장하기

그중에처음농업에뛰어든귀농자들이가장높게생각하는진입

장벽은 원활한 인적 관계(네트워크) 형성이다. 관공서와의 관계도

있지만매일마주치는마을주민들과의관계형성이무엇보다중요

하다. 고향에귀농하건, 연고가없는지역에귀농하건상관없이도시

에서오랫동안살다갑작스럽게정착해온사람을고운시선으로봐

주는농촌은아직까지드물다. 

비교적짧은시간에정착에성공한귀농자들도가장힘들었던점

으로‘곱지않은시선으로바라보는마을주민들과의관계’를꼽는

경우가많다. 어떤귀농자는농사기술로성공한것보다마을사람들

로부터인정받는것이더어려웠다고하소연할정도다. 

마을사람들과의교감을위해선배귀농자들이제시하는해결방안

은대부분비슷하다. 마을의궂은일을도맡아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성실한사람, 마을에꼭필요한사람으로인정받으라는것이다. 농촌

에살면서농사일을혼자만잘난척하면서해낼수는없다.

각종농지나정책자금과관련해서는군과농협의각종정보를가

지고있는마을의이장그리고터줏대감들과의관계가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농촌의 각종 생산자 조직(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등) 가입없이는농산물판매와관련한정부지원사업

혜택을받는것도쉽지않다. 

그리고자본관련, 유통관련네트워크들과지속적인관계를유지

해야한다. 이들은농촌의전문성개발과관련한교육또는컨설팅

관련정보처이자서비스제공주체들이기도하다. 이들조직과연계

▶네트워크의힘

인적네트워크는심리적

안정 이상의 가치를 준

다. 기술, 자금, 교육 등

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

라 시장 확보에도 결정

적 도움을 주기도 한다.

인터넷과관련기관을통

한 정보수집은 한계가

있다. 사회 네트워크를

잘 갖추면 정보의 양과

깊이도달라진다.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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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않으면전문성개발기회도갖기힘들다.

개별적으로생산, 자본, 전문성개발기회, 시장등에접근하려한

다면소모적인시행착오를많이겪게된다. 이에따라발생하는위기

로인해경영에실패할확률이높아지는것이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과 원활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거나 관련 농업

조직의가입을통해활발히활동한다면, 이들이이미갖고있는농지

및정책자금등의생산자본, 교육·훈련, 컨설팅, 학습조직활동등

의전문성개발기회를갖게될것이다. 또농산물가격정보및시장

에대한접근성을자신의것으로활용할수있다.

인간관계로확산되는 네트워크는필연적으로정보수집을원활하

게해준다. 모든귀농자와창업자들이가장목말라하고가장절실해

하는것이정보수집인데이를해결해주는것이네트워크인것이다. 

어느귀농자는면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농어촌공사, 농협등관공서

를문지방이닳도록드나들면서농사기법을묻고, 대출지원상담도

하고, 각종정책지원사업에대해문의를해봤지만자신에게큰도움

생산자본

전문성

시장

개인 조직

사회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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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 농업경영인으로 성장하기

이되지않았다고고백했다. 그렇게낙심하고있을때도움을준것

은기관이아니라마을사람이었다고한다. 농사는물론각종정보를

꿰뚫고있던마을사람들의도움으로해법을찾았다는것이다. 주변

인맥관리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사례다.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단계를넘어서야영농활동과관련한전문분야의사람들과적극적

관계를형성하는것이가능해진다. 

그런점에서볼때2세농업경영인들은신규취농자들에비해일단

혜택을받았다고볼수있다. 기본적인네트워크가이미형성된뒤이

기때문에다음단계로진입하는과정이순조로울수있는것이다.

다음단계의네트워크는농업관련조직활용이다.

농업관련조직활용으로네트워크넓히기

마을주민들과의인맥쌓기못지않게중요한것은각종농업관련

조직활용이다. 읍·면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농어촌공사등기존의

관공서외에농촌생활을윤택하게해주는각종농업조직을알아두

고조직의특성과역할을적절히활용할수있어야한다.

다음조직들은생산기술과자금운용, 유통등에직접적도움을줄

뿐만아니라정부지원사업에대한안내와상담역할도해준다.

농협은농업인의삶의질을높이고, 국민경제의균형있는발전을

돕기위해설립된조직이다. 농업인들이조합원으로가입하는조합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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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연구모임은시·군농업기술센터주도하에조직된농업인

학습조직이다. 동일한 품목을 경영하는 농업인들을 학습을 중심으

로조직화하여운용하고있기때문에개별농가의취약한경쟁력을

극복하는데도움을준다. 또집단지도사업추진을통해생산효율

성을높이는데기여하고있다. 전국에3천여조직13만명이활동하

고있다. 보통지역별로10개이상의품목별연구모임이활성화되어

있다. 따라서자신의품목과관련된연구모임을농업기술센터의상

담을통해가입해두는것이좋다. 

(지역조합, 품목조합)과전국의조합들이출자를통해회원으로참여

하는중앙회등2단계조직으로구성되어있다. 

지역조합이나품목조합은농협법에의해개별법인의형태로지역

에기반을두고, 농업인과지역주민을위해다양한사업을펼친다.

중앙회는지역본부와시·군지부, 금융점포등으로이루어져있다.

2010년 6월현재, 전국농협조합원은242만명, 이들이출자한조

합은1천117개(지역조합1천95개, 품목조합82개)가있다. 이들조합

이출자한농협중앙회는지역본부 16개, 금융점포 1천128개(시군지

부 158개포함), 계열사 23개등이다. 농협에서는신용사업외에도

농업인교육, 도농교류, 농촌복지등교육사업과농축산물생산, 유통

등과관련한경제사업을한다. 

품목별연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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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계농업경영인, 이정도는기본이다_179

당당한 농업경영인으로 성장하기

작목반은 농업의 상업화가 시작된 1970년대 초부터 주산단지를

중심으로농산물공동판매를목적으로농협이조직하고지원해온

생산자조직이다. 주로거주지역의동일작목을생산하는농가들로

구성되는데, 특정한작목을중심으로개별농가경영은그대로유지

하면서영농기술의도입, 영농자금의조달, 농자재구입과농산물판매

등을공동으로처리하고, 작업도공동으로하는경우가많다. 작물을

중심으로결성되기때문에한마을의범위를넘어서는경우도있다.

Summary

1.신규 농업경영인은‘자본, 기술(전문성), 시장, 인적 네트워크’등 네 가지 분야의

노하우가필요하다. 가장 중요한것은이와관련된각종정보수집이다. 

2.농지나 정책자금과 관련된 도움을 받으려면 시·군(읍·면)의 각종 정보를 갖고 있

는마을이장그리고터줏대감들과좋은관계를맺어야한다.  

3.개별적으로 생산-유통-교육에 접근하면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다. 일단 자신이 생

산하는 품목의 생산자 조직에 가입하고 그와 관련된 자본-유통-교육-컨설팅 관련

네트워크를갖추어야한다.

4.농업관련조직은 농협을 비롯해품목별 연구모임, 작목반, 각종 농업인단체와 권익

대변을 위한 협회와 조합들이 있다. 이들 모두 자신의 네트워크로 소화해 필요할

때마다활용하는지혜와능력이성공을담보한다.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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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업경영인실무역량갖추기2

가.농업경영계획실무따라하기

농업경영계획은“농장 혹은 농업경영체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밑그림을그리는것이다. 급격하게변화하는환경속에서안정적인

농업경영을운영하기위한것이다. 특히창업농, 후계농의경우중장

기농업경영에대한자기구상과체계적인계획이있어야성공가능

성이높다.  따라서현실에맞는농업경영계획서를잘작성한다면농

업경영의첫걸음을제대로밟았다고할수있다.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기위해서알아야할사항들을보자.

농업경영계획이란농장및농업경영체를효과적으로운영하기위해수립

하는 계획서이다. 앞으로의 환경변화 전망, 사업영역 및 방식, 보유자원

활용과투자계획을체계적으로정리한것으로보면된다. 이계획을자

신의 처지에 맞게끔 잘 세워야 성공적 영농이 가능해진다. 구체적 경영

계획수립방법과활용법을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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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 농업경영인으로 성장하기

•장기(長期) 계획이어야한다. 

•경영체특성을반영해야한다. 

•지원, 협력을주요전략으로도입해야한다. 

후계농업경영인의농업경영계획

농업경영계획은농장운영을위한기초이다. 특히창업농혹은후

계농으로서새로운농장을시작하는단계에서는발전목표와경로

를택하고이에적합한투자계획과운영계획을수립해야한다. 농

업을둘러싼환경은급격하게변화하고있고, 농업은다양한리스크

(risk) 요소를가지고있다. 체계적인경영계획을마련하지않고진

행되는사업은실패의가능성이매우높다. 

농업경영계획이일반산업체의경영계획과다른점은다음세가지다.

경영계획수립의범위와원칙

농업경영은장기간에걸쳐이루어지는것이기때문에최소10년의

농장계획을수립하여초기부터일관되게실천해나가는노력이필

요하다. 농업경영의범위는사업영역과토지, 시설, 노동력등보유

자원에대한운영계획을포함해야하고경영체발전을위한투자개

념도명확히해야한다.  

농업경영계획은농장혹은농업경영체내부자원활용과사업운영

뿐아니라경영체가입지하고있는지역여건과자율조직, 정책지원

조직의변화등에대한구체적인전망을전제로이루어져야한다. 

매뉴얼4장178-227출력  2010.8.30 10:58 PM  페이지181



182_후계농업경영인육성매뉴얼

사전준비

신규창업단계의농업경영계획수립은지역의선택, 농장의입지,

토지 확보, 품목과 규모 결정 등 많은 요소들에 대한 사전 구상과

검토가필요하다. 또한, 이미확보하고있는자원과추가로확보해야

할자원을확인하고추가자원의확보가능성을점검해야한다.

사전 준비단계에서는 품목, 지역, 자본 등 농업경영의 큰 틀을

구상하는것이기때문에주의를기울여야한다. 자신의적성, 선호

품목을확인해야하고, 이미정해진품목이있다면장래의생애계획

을바탕으로경영규모와투자계획의방향을결정하는것이다.

농업경영계획수립의방법

사전전제요소들에대한구상이이루어진이후, 구체적경영계획

을작성하는방법은①기본계획②지출계획③수지계획④작업

계획의요소들을점검하면서순차적으로진행하는것이다. 

기본계획에는 작부계획(作付計劃)과 출하계획을 담아야 한다. 농

업경영계획은작부계획과출하계획으로부터출발해야하는것이다.

왜냐하면농업경영의궁극적목적인재배(혹은양축)와이로부터산

출되는소득을근거로하여경영의타당성과문제요소들을사전에

도출해야하기때문이다.

▶선진사례벤치마킹

하는법

농업경영계획구상을위

해 가장 유용한 방법은

이미 성공적인 경영을

달성한선진사례를조사

하고, 본인의 계획에 적

용할 사항을 검토하는

것이다. 관심 품목, 사업

영역의 가능성과 함께

실제 사업 운영의 세세

한 노하우와 애로사항,

성장의역사를경영주와

의 면담을 통해 확인한

다. 심포지엄, 자료집을

활용하지만중요한사례

는 직접 방문하는 것이

좋다. 개인이 어려우면

단체, 지역기관의 도움

을받는다.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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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 농업경영인으로 성장하기

기본계획

작
부
계
획

지출계획 수지계획 작업계획

경지,토양

품목, 품종

평균단수예상

재배시기

출
하
계
획

출하처

판매량

판매단가

판매액

동
력
비

동력비

광열비

투
자

농기계구입비

시설비

판
매
비

판매관리비

포장재비

인
건
비

임금

일용노임

이
자

차입금이자

재
료
비

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제재료비

수리비

·판매액-지출액

·간접비용산출

- 토지용역비

- 자가노임

- 자가자본이자

·작업일정계획

- 수확일

- 시비력

- 방제력

- 정식일

- 파종일

·노동투입계획

- 자가노동

- 고용노동

가계비

생애계획

이계획을세울때주의해야할점이있다. 재배품목, 혹은축종에

따라보다구체적인요소들이존재하고반드시점검해야하는중요

지표들이존재한다는것이다. 때문에이에대한계획이누락되지않

도록신중하게검토해야한다.  

농업경영계획작성은위4단계절차를따라한번에끝나는것이

아니다. 단계에따라수지계획에문제가있으면기본계획으로다시

회귀하여 요소들을 조정해야 하고, 수지계획 이후에도 작업계획에

문제가있으면기본계획으로다시회귀하여조정하는작업이순환

되어야한다.

농업경영계획

농업경영계획수립단계와요소

▶생애계획과 농업경영

수지계획의연계

생애계획이란본인의결

혼, 출산, 자녀취학, 주

택매입, 자녀의 대학입

학, 자녀의 결혼, 은퇴

등인생에서이루어지는

중요한상황변동에대한

대략적인 시점과 자금

소요 수준을 계획하는

것이다. 

이러한생애계획과농업

경영수지계획이연계되

어야만안정적인농장경

영을 할 수 있다. 농가

입장에서는자녀의대학

입학과 결혼 시점에 가

장 많은 자금이 소요되

기 때문에 사전에 자금

확보를 위한 소득 규모

확대와축적이이루어져

야한다.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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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계획서의작성과실천준비

농업경영계획을 수립한 결과는‘농업경영계획서’로 반드시 문서

화해야한다.

개인농장이라고하더라도경영주의생각과점검된결과를정리하

여문서화함으로써성과의점검과이후계획의조정에도활용해야

한다. 또한, 규모화된농업법인을설립하여본격적인경영활동을수

행하는경우에는반드시문서화하고, 필요한경우외부전문가(컨설

턴트)에게의뢰하여보다정밀한경영계획서를작성해야한다. 

농업경영계획을실천하기위해서는경영자원확보, 작업계획에

따른준비등이이루어져야한다. 덧붙여지속적경영관리(經營管理)

를위한작업일지, 장부(회계장부) 기록이이루어져야한다. 

농업경영계획

기본계획 지출계획 수지계획 작업계획

·농업경영수지(-) 

결과산출

·생애소득목표와의

과다한격차

·실행불가

·과다한투입

·연차별변동

확정

Yes Yes

NoNo

농업경영계획타당성검증, 순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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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 농업경영인으로 성장하기

농업경영계획은 10년을 놓고 수립하는 것이지만 이의 실천은 하

루, 한주, 한달, 1년을단위로하여점검해야한다.

기장을 통해 확보한 경영자료들은 반드시 집계되고, 분석되어야

한다. 분석을통해애초계획과달라진것이있는지확인하고그이유,

조정방안등을모색해야한다. 이렇게실천의근거로활용되지않는

다면의미가없다.

농업경영계획실천의결과는당해연도만의분석으로는정확한파

악이 어렵다. 최소 3개년의 경영성과와 작업진행을 상호 비교하여

내농장의변화상(像)을점검하는작업이필요하다. 

농가의경우에는농업경영과가계의구분이불분명한경우가많다.

농산물판매를통해얻은소득을자녀의교육비, 주택관리비등으로

직접활용하기때문에‘농업경영’의성과를정확하게파악하기어려

운것이다. 

농업경영을보다체계적으로확립해가기위해서는농업경영과가

계를엄밀히구분하는관점을경영주스스로가져야한다. 

농업경영과가계의분리는매우중요하다. 사업영역과개인생활

영역을구분해놓아야사업의성과를확고하게이해하고, 경영성과

에대한판단과소득목표의결정등을올바로할수있다. 경영계획

과경영관리를체계화하기위한중요한작업이다. 

1. 매년점검하고, 비교하라 : 3개년비교의원칙1

1. 농업경영과가계를분리하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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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일지, 기장은

왜중요한가

농업경영계획은 실천을

위한 것이다. 실천 과정

은 작업일지와 기장(記

帳)으로 반드시 기록되

어야 한다. 장기 구상을

갖고진행되는농업경영

은 하루하루의 기록에

의해서만 분석될 수 있

고, 점검될수있다.

달력, 수첩에 비망(備忘)

식으로 기록하는 것은

올바른기록방식이아니

다. 차후에 집계와 분석

이가능하도록양식화된

작업일지를활용해야하

고, 지원 기관에서 보급

하는프로그램을활용하

여 PC에 기록하면더욱

유리하다. 

구체방식은아래기관을

참조하면좋다.

■ 한국농림수산정보센

터 : 생산경영정보시스템

[www.okdab.com]

■ 농협중앙회 : 척척농

장비서 2003, 알차니

2007 

Tip 경영장부와가계부를분리하고, 통장을구분하는단순한과정으로

부터 출발한다. 경영과 가계를 구분함으로써 중장기적인 농업경영

계획실천에일관성을확보할수있다. 

다만, 앞에서농업경영계획수립의사전준비로생애계획과이에

따른소득계획을먼저구상하라고한점은농가단위에서농업경영

과생활이직접관련되어있기때문에이를전제로하는경영계획이

필요하기때문이다. 

농업경영은창업단계의투자이외에도일정시점에서재투자를시

행해야도약·발전의기반을마련할수있다. 

농촌노동력이취약해지고있기때문에생산단계의기계화와시설

화가진전되었을뿐아니라생산시설도규모화되고자동화되어보다

많은투자를요구하고있는실정이다. 또한농기계, 생산시설에대한

정책적인지원이축소되어보조보다는융자로운영되고있기때문

에농업경영체의투자준비가더욱치밀해져야하는상황이다.

이미농업경영계획에일정시점의경영규모확장과기계·시설투자

계획이수립되어있어야하며, 이를달성하기위한지속적인자금의

적립이이루어져야한다. 농가의경우에는정기적금을장비및시설

투자목적으로별도관리해야하고, 법인인경우에는연도말결산과

함께이익잉여금의내부적립이이루어져야한다. 

1. 발전을위한투자를준비하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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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 농업경영인으로 성장하기

품목별농업경영계획실무

전문경영vs 복합경영을선택한다

대부분의“농가”는 단일한 품목만을 생산하지 않는다. 농업경영

규모가작으면서도작목을복합으로구성하여소득의안정을꾀하

는것이다. 

대표적인복합경영은<벼+한우>, <벼+시설채소> 등이고남부지역

의경우 2기작혹은 3기작을도입하여다품목경영을한다. 복합경

영의장점은①자가노동력의최대활용②품목별가격등락보완

으로안정적소득확보③소득확보시점의분산등이다. 

한편, 양돈·양계와같은규모화된축산과버섯, 대규모온실등장

치화된품목의경우에는전문경영이일반적이다. 전문경영화의경향은

상업성이강한특화품목을중심으로강화되고있으며중장기적으로

농업생산의중심은전문경영이주도할것으로예상된다. 

구분 전문경영 복합경영

사례
양돈, 양계등규모화된
축산, 버섯재배, 온실재배
등시설농가

벼+한우, 벼+시설채소, 남부
지방의 2기-3기작등

특징

-전문시설, 기술고도화를
통한생산성향상
-규모화로고소득확보
-상업적·기업적경영

-자가노동력의최대활용
-품목별가격등락보완
으로안정적소득확보
-소득확보시점의분산

경영방식의두가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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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영의장점은①전문화된시설, 기술고도화를통한생산성

향상②규모화로고소득확보③상업적·기업적경영으로신속한

성장등이다. 

복합경영과전문경영의선택은농업경영계획에서도 매우중요한

요소이고, 경영주의여건과농업에대한철학과도관련이있다. 일정

규모를유지하고안정경영을선호한다면복합경영을택하는것이

바람직하고, 농업경영의확대와사업화의지가강한경우전문경영

을택한다. 

시설및장비투자에대한의사결정이중요하다

현대의농업경영에서는시설, 장비의중요성이점점더커지고있다.

농촌지역고령화등으로투입인력수준이열악해지고있기때문에

이를대체할수있는시설, 장비의투자규모가커지고있는것이다. 

경영주는시시각각변화하는시설, 장비에대한충분한지식을확

보하는것이중요하다. 특히시설은10~20년이상의경영에영향을

미치고, 보완하는것도어렵기때문에개별농가의경우평생1~2번

의투자기회밖에없다. 따라서신중한설계, 장비선택은물론미래

수요를감안한부분적확장도가능한방식으로의사결정을실행해

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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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 농업경영인으로 성장하기

대규모와소규모생산의특징을고려해야한다

경종분야는 전업농이 주도하는 대규모 생산(쌀, 감자, 고구마)과

자가소비를주로하는소규모생산(자급용쌀, 잡곡)으로양분화되

는추세가가속화되고있다. 

특히쌀의경우중장기적으로가격하락이예상될뿐아니라, 관세

화추진등제도·정책적여건도불확실한요소가많다. 따라서상업

적전문경영으로벼농사를주품목으로하는경우최소소득확보를

위한규모화와함께복합경영을통한소득창출방안의마련이필수

적으로요구된다. 

땅관리와품종선택이핵심

경종농업에서가장중요한요소는토지이다. 친환경생산, 고품질

생산 요구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규모화된 논의 확보와 함께

“땅”을건강하게관리하는것이중요하다.

이와함께고품질쌀생산을위해서는“단지”(지역RPC에서뜰단

위로운영하는공동체)에서지정하는품종을선택하여, 적정시기에

이앙과수확을시행해야한다. 

농작업을위한대형농기계운영은창업단계·예비경작 단계에서

는임대하거나위탁을중심으로하고, 본격적인경작에진입하는단

계에서구입·운영하는것이좋다.

▶RPC

과거의 쌀 정미소보다

발전된형태의미곡종합

처리장(Rice Processing

Complex). 쌀의 반입부

터 선별, 계량, 품질검

사, 건조, 저장, 도정 등

을 종합 관리한다. 제품

화와 판매, 부산물 처리

에 이르기까지 미곡의

전과정을처리하기도한

다. 농가의 노동력 부족

을 해소하고 미곡의 품

질향상과유통구조개선

을위해설치한시설. 

Tip경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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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화·계열화된전업경영개념이필수

축산분야는규모화와전문화수준이매우높은분야이다. 한우를

제외하고는대규모업체에의한계열화경영이도입되어있다는점

도특이한점이다.

한우의 경우에는 쌀을 포함하는 복합경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만, 낙농, 양돈, 양계 등은전문화·계열화된전업경영개념을

단계 주요항목 실천내용

토양관리 지력증진
•적정유기물시용
•규산질비료
•논깊이갈기

출하 RPC입고 •이물질혼입방지

품종선택
고품질

품종 선택

•출수기를고려하여품종선택
•생산단지지정품종
•(자가육묘시) 적정파종량준수

이앙및재배

이앙
•적기선택
•지대별, 모작별포기수준수

거름주기
•기비, 추비
•질소질비료총량 7kg 이내

방제
•방제력에따른방제실시
•예찰, 공동방제등

물관리
•이앙기, 분열기, 출수기, 등숙기,       
낙수기등성장단계에따른물관리철저

단계별농업기술실천요소

축산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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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 농업경영인으로 성장하기

철저하게가져야한다. 

특히양돈, 양계의경우경영초기부터규모화된축사와생산장비

등이필요하기때문에개인창업보다는농가간의출자를통한법인

화경영을고려해야한다.

농장의기술수준목표를설정, 정기점검해야한다

축산은경영에서기술적우위가크게작용하는품목이다. 사료, 양

축환경, 질병관리및방역등기술적요소에따라품질·생산성에큰

격차가발생한다. 

축산경영계획에서는축종에따라확보해야하는자원의확인과생

산성극대화를위한경영주의기술력확보가무엇보다중요하다. 

다음표는낙농, 한우비육우경영에적용되는주요기술지표들

을나열한것이다. 축산은각축종별로핵심기술지표들이확립되

어있고, 전국적인우열을파악할수있을만큼데이터집적이이

루어져있다. 기술지표의우열이소득의우열로직결되기때문에

자기농장의기술수준목표설정과함께달성여부를정기적으로

점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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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종 주요항목 기술지표

낙농

비육우

경산우 1두당연간산유량
초산우 : 6,500kg 이상
2산우 : 7,500kg 이상
3산우 : 8,500kg 이상

유지방율 / 등급율 3.8% 이상 / 1등급 비율

평균종부횟수* 2회이내(1차 수정 70% 이상수태)

평균 분만간격 분만후 13개월이내

경산우 1두당 사료생산면적 30a

송아지 육성율* 95% 이상

후보축 육성율 90% 이상

후보우 첫 종부 월령16개월(체중 350kg)이상

착유일수 85%(305일 이상)

건유일수* 60일 이하

분만후 사고 비율 10% 이하

유사비(乳飼比)* 35% 이하

비육우 1두당일당증체량 1.0kg 이상

사료요구율* 8 이하

사료효율* 1/8 이상

육질 1등급출현율 80% 이상

비육우1두당연간지육생산량 230kg 이상

비육우 1두당출하시체중 600kg 이상

1인당비육우관리두수 200두 이상

▶용어이해

*종부횟수 : 소를임신시

키기 위한 인위적 수정

조치횟수

*육성율 : 낳은 새끼를

건강하게길러낸확률

*건유일수 : 착유를중지

하고 다음 비유기를 위

한 준비기간으로 대개

분만을앞둔 2개월전부

터건유에들어감

*유사비 : 우유를생산하

는데 있어 사료비가 차

지하는비율

*사료요구율 : 단위체중

증가에필요한사료섭취

량(사료섭취량/체중증가

량)

*사료효율 : 성장 중인

가축에 어떤 사료를 주

었을 경우, 체중 증가량

과 사료섭취량에 대한

비율

Tip
축산경영의기술요소주요지표 (낙농, 한우)

※자료출처 : 류제창외‘축산경영학’, 선진문화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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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 농업경영인으로 성장하기

품목과작부체계선택이승패를좌우한다

시설원예경영은집약적노동투입을통한고소득획득이가능하다

는특징이있다. 오이, 호박, 딸기등전통적인품목이외에파프리카,

고급양채등고소득품목이도입되면서시설규모·수준확대, 수출

판로개척등선진화된시설, 경영기법의도입이확산되고있다.

시설원예경영에서가장중요한사항은품목과작부체계의선택이

다. 시설투자에대응할수있는품목을선택해야하고, 지역·기후에

적합한 작부체계를 정밀하게 설계해야 한다. 대형유리온실의 경우

토마토, 파프리카단일품목주년재배를시행하기도하지만, 일반적

으로는품목을변경해가면서2기작, 3기작을시행하고있다. 

고투자·고수익, 저투자·노동집약선택에따라기술도달라진다

시설원예경영의주요한기술요소는하우스시설설치-관리와관

련된사항이많다. 단순한비닐하우스재배에서탈피하여다양한구

조와피복제를갖춘하우스시설기술이발전했고, 가온/광/공기등

환경제어기술도자동화·정밀화되었다. 

기술적 결정 요소는 결국 최신 기술을 도입한 고투자·고수익을

목적으로 할지, 저투자·노동집약적 경영을 목적으로 할지 검토하

는것이다. 양액재배기술을도입할경우시설및장비의자동화가

상당부분필요하고, 이를이해하고적용할수있는경영주의환경·

영양제어기술도높은수준에도달해야한다. 

시설원예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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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주요항목 실천내용

시설설치

형식, 구조 결정
-한동의크기
-하우스의형식과구조
-비가림, 가온

온도관리

보온
-피복재교체주기
-2중 피복
-알류미늄스크린커튼

가온
-난방방식 : 온풍난방
-지중가온
-태양열등에너지절감

환기및

광관리

환기장치
-천창, 측창개폐장치
-강제환기장치
-CO2 농도관리

광관리
-조도 : 피복재교체
-재식밀도조정
-강제광관리기법

수분및

영양관리

수분관리
-멀칭, 관수량관리
-관수자동화시설

영양관리
-엽면시비
-양액재배 : 조제 기술
-염류집적대응 : 객토, 품목

위치, 방향
-남북형/동서형
-평지/언덕

설치자재
-골재 : KS인증품선택
-피복재

시설원예경영의주요기술요소

방제및

기타

수정
-수정벌이용기술
-인공수분

방제관리 -품목별다발성병·충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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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 농업경영인으로 성장하기

농업법인은왜구성하고어떻게추진하나

전통적인농업경영은‘농가’단위로이루어져왔으나, 농업경영의

선진화와함께농산업화에의한자본집적의필요성에의해‘농업법인’

에의한경영도활성화되어야한다. 보다장기적으로는농가인구의

감소및고령화와농업생산과연계된마케팅·가공등연관산업으

로의확대가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농업법인의확대가필연적인

것으로생각된다. 농업법인은다음3가지영역에서주로활성화되고

있다.

영역 내용

생산부문
양돈, 양계 등축산부문과유리온실, 버섯재배등원예
규모화

유통·가공부문 생산된농산물의마케팅과가공기능의규모화·전문화

농업서비스부문
종묘생산, 퇴비 생산, 위탁영농등전문적인자재공급과
서비스사업화

법인화와지역협력

농업법인의사업영역

창업단계부터이러한특화된사업영역을구상하고있다면적극적

인법인화의추진을고려해야한다. 다만, 농업법인은농가경영과달

리이사회를통한집합적의사결정, 직원채용을통한사업운영과

관리, 세무·회계·문서등철저한내부관리등기업적경영기법이

도입되어야하기때문에충분한사업준비와경영진의역량확보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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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설립근거
농어업경영체육성에관한
법률제16조

농어업경영체육성에관한
법률제19조

설립목적
협업적농업경영, 농산물
공동출하, 가공, 수출을
통한조합원의소득증대

기업적농업경영, 생산
농산물의유통, 가공, 위탁
영농대행

회사의형태 민법상의조합
상법상의합명, 합자, 유한,
주식회사

사업

1. 농림어업의경영
2. 농림어업관련공동
시설의설치또는운영

3. 공동출하, 가공, 수출
4. 농작업대행
5. 기타 정관에정한사업

1. 영농에필요한자재의
생산, 공급

2. 영농에필요한종묘생산
및종균배양사업

3. 농림수산물의매취, 
비축사업

4. 농업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 수리, 보관

5. 소규모관개시설의
수탁, 관리사업

법인형태별차이

농지의취득 취득가능
업무집행권을갖는자의 1/3
이상이농업인일것

출자제한 조합원의출자한도없음
비농업인출자액의합계액이
회사총출자액의 90%를
초과할수없음

의결권
1인1표원칙, 정관에정할경우
출자비례의결가능

출자지분에의함

설립자격 농업인, 농산물생산자단체 좌동

발기인수 농업인 5인이상 상법상법인의기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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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 농업경영인으로 성장하기

지역협력·조직화를통해개별농장경영을보완한다

‘농가’는농업경영의기초단위이다. 전통적으로농가는생산자재의

조달과농산물의소비, 판매가완결된경영체로작동되었다. 

그러나농업도자본화되고, 농업생산도상업화되면서규모화된경

영체가아니면완결된 농업경영을실현하기어려운현실로변화하

였다. 

농가스스로막대한규모의농업생산을달성하고, 기업적경영체로

발전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 

이러한한계는적극적인조직활동(공선출하회, 연구회등)과지역

협력을통해불완전한경영기능을보완함으로써극복해내야하는

것이다.

협동조합

농업법인

공선출하회

지방자치단체

농업기술센터

자
재·

조
달

생
산
작
업

수
확
작
업

선
별
포
장
작
업

저
장

판
매·

마
케
팅

농업경영기능

자금

지원

기술

지원

APC

RPC

브랜드

사업단

농가의전문화된기능

공동

구매

수확

작업단

농장경영시지역협력의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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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본 농업경영계획 수립 목차(예시)는 일반적인 농업경영계획 수립 항목들을 순서에 따라 제시한

것으로, 품목·축종과지역여건에따라수정하여사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전문적인내용보다는본인이

수집하고생각한내용들을일관되게정리하는것이중요하다.

1. 농업경영목표

- 자신의농업경영의지, 농업을대하는철학을서술
- 핵심품목, 경영의방향
- 10년후의“내농장”혹은“내농업경영”의미래상을규정

2. 사전준비

2-1. 농업환경에대한이해
2-2. 지역에대한분석
2-3. 주품목에대한분석
2-4. 보유자원현황점검
2-5. [첨부] 생애계획: 주요시기, 지출예상액등

3. 기본계획

3-1. 생산계획: 농장규모, 품목별재배·양축규모등
3-2. 출하계획: 연차별출하목표, 출하·판매액등
3-3. 지출계획: 연차별대항목별지출비용추정
3-3. 수지계획: [출하-지출]을통해수지목표, 소득목표계획수립

【 10개년농업경영기본계획】 (단위 : 천원)

1 2 3 4 5 6 7 8 9 10

생산계획

출하계획[A]

재배면적

생산량

판매단가

총판매액

지출계획[B]

제재료비

인건비

이자

기타

출하계획[A]

판매단가

총판매액

농업경영계획수립목차는아래를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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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 농업경영인으로 성장하기

4. 기술및작업계획

4-1. 작부체계도(양축계획) : 작부체계, 월간작업계획(중요사항만포함)
4-2. 인력운영계획: 자가노동, 외부노동운영계획
4-3. 핵심기술지표계획: 주요기술지표달성목표

5. 투자계획

5-1. 토지확보계획: 승계, 매입, 임대등/ 경작지, 시설부지
5-2. 시설설치계획: 온실, 축사등설치연차별목표규모, 투입금액
5-3. 대형농기계확보계획: 확보대상기계, 확보시기등
5-4. 자금확보계획: 정책자금, 대출, 적립등구체화
5-5. [추가] 부채상환계획: 투자에따른부채발생예상시점과금액을전제로수지계획과연
계하여부채상환계획을별도로작성, 상환완료목표설정

6. 협력계획

6-1. 지역조직참여: 농업법인, 농축협, 기타자율조직등
6-2. 지역시설이용계획: RPC, APC 등

7. 실천의지

- 기장방법과실행의지서술
- 농업경영계획목표달성의점검·검토주기

【 10개년농업경영투자계획】 (단위 : 천원)

1 2 3 4 5 6 7 8 9 10

토지

시설

매입

투자

(시설명1)

(시설명1)

대형농기계

(기계명1)

(기계명2)

자금투자[A]

토지

시설

농기계

자금투자[A]

자금투자[A]

토지

시설

농기계

매뉴얼4장178-227출력  2010.8.30 10:59 PM  페이지199



200_후계농업경영인육성매뉴얼

Summary

1.농업경영계획이 일반 산업체의 경영계획과 다른 점은 ①장기계획 ②경영체 특성이

반영되는것③지원, 협력을주요전략으로삼아야하는것등이다.

2.농업경영계획은내부적인운영외에지역여건과자율조직, 정책 지원에따른변화

등과연계해구체적인전망을전제로이루어져야하며반드시문서화해야한다.

3.농업경영계획 수립은 ①기본 계획 ②지출 계획 ③수지 계획 ④작업 계획의 요소들

을 점검하며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이때는 반드시 재배 품목(혹은 축종)에 따른 구

체적인요소들을점검하고주요지표들을참조해야한다.

4.농업경영계획서는 ①매년 점검하고 비교해야 하고 ②농업경영과 가계를 분리해야

하며③발전을위한재투자를준비하는방식으로작성해야한다.

5.단일 품목의 전문경영을 선택하게 되면 규모화와 기술고도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

상시켜야 하고‘벼+축산’등의 복합경영을 선택할 경우에는 자가 노동력을 최대

활용해분산된소득을안정화시키는데집중해야한다.

6.경종분야경영에서는토지관리와품종선택이가장중요하고축산분야경영에서는

전문적 기술과 지표를 활용한 점검이 가장 중요하다. 또 시설원예의 경우, 품목과

작부체계 선택이 승패를 좌우하므로‘고투자-고수익’을 선택하느냐, ‘저투자-노동

집약형’을선택하느냐에의해기술도달라진다.

7.앞으로는 농업법인의 확대가 필연이다. 법인은 의사결정이나 사업운영 방식에 기

업적기법이도입되어야하므로경영진의역량확보가필요하다. 또한 농가가기업

적경영체로발전하는데는한계가있으므로‘공선출하회’나‘연구회’‘작목반’등

의조직과협력해야한다.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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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 농업경영인으로 성장하기

나.알기쉬운농업회계와세무

거의 모든 경제활동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농산업의 경우 많은

혜택이있다. 또소규모농업경영체와기업형경영체, 법인에따라혜택의

차가 존재하고 품목별 특징이 있다. 이를 정확히 파악해 경영규모를 정

해야 한다. 조세 부담이 없는 규모라 하더라도 회계 장부 관리₩분석을

통해경영합리화, 생산비절감을추구해야한다.

▶농업회계의특수성

세금이란 국가(국세)나 지방자치단체(지방세)가 재정수입을 조달

하기위해개인이나법인으로부터강제로징수하는돈을말한다. 

세금에는소득(수입-지출=순소득)에부과되는세금(소득세, 법인

세), 재산을취득하거나보유할때부과되는세금(취득세, 등록세, 재

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소비지출할때부과되는세금(부가가

치세, 특별소비세, 주세)이있다. 

소득에대한세금(소득세)은두가지과세방식이있다. 개인은소

득의종류에따라다른세금으로과세하고, 법인은소득에상관없이

법인세하나로과세된다. 소득세는소득규모에따라개인은6%(1천

200만원이하), 15%(4천600만원이하), 24%(8천800만원이하), 8

천800만원초과시35%, 법인은10%(2억원이하), 2억초과금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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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로누진과세가적용된다.

세금은회계를통해이루어진다. “회계를알면돈이보인다”는말을

한두번쯤들어봤을것이다. 모든경영의뼈대를이루고있는것이

바로회계다. 회계는장부정리를통해이뤄지기때문에이를얼마나

잘하느냐가경영의주요요소가된다.

장부정리는나름대로까다로운원칙들이있다. 이런원칙을일일이

지키면서장부기장을하는것은귀찮고까다로운일이다. 하지만경

영규모가크든작든장부기장을통해경영을분석할수있는만큼,

습관적으로매일매일의지출과수입을기록해야한다.

개인적능력·사업규모를고려하여장부기장방법을결정한다

우리나라 산업분류상농업소득은작물재배소득과축산소득으로

구분되고있다. 

소득세법상작물재배소득은사업소득에서제외하고있다. 2009

년부터지방세법인농업소득세가삭제되어작물재배소득에대해서

조세부담은전혀없게되었다. 따라서작물재배농가의경우에는법

적으로장부기장의의무는발생하지않는다. 그러나경영자의합리

적인의사결정을위한장부기장은반드시필요하다. 다만기업회계

기준에의한엄격한회계처리가아닌경영자의의사결정에필요한

정보를제공받을수있는정도면충분하다. 개인적인능력이나사업

규모를고려하여장부기장이가능하다.

농업경영체회계의특수성과세무관리기본요령

매뉴얼4장178-227출력  2010.8.30 10:59 PM  페이지202



2 후계농업경영인실무역량갖추기_203

당당한 농업경영인으로 성장하기

농가형태 특징

작물재배농가

농가부업규모

농가부업규모이상

법적으로장부기장의무없음

농업법인
영리법인에해당되어법인세법에의한
복식부기의무있음

비과세되어법적장부기장의무없음

법적장부기장의무있음

축산업의경우일정규모이상(농가부업규모)을사육하면소득세

법상과세소득에해당되기때문에소득세를신고·납부해야한다.

만일작물재배업과축산업을겸업하고있다면회계장부를작물재배

업과축산업을구분해기장해야한다. 

축산업을전업으로하는경우, 사육두수가일정규모이상이면사

업자등록을 발급받고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기장을

해야한다.

전문경영

농가형태에따른장부기장의무

장부기장은간편장부와복식부기의두가지형태가있다. 사업

규모와형태에따라둘하나를선택해야하는데소득과작물유형,

경영형태에따른적용의무가주어져있다(도표참조).

업종 간편장부대상기준소득 복식부기의무대상자

도매업, 소매업, 광업,
축산업, 임업, 어업, 수렵업

3억원미만 3억원이상

제조업, 음식숙박업 1억5천만원미만 1억5천만원이상

간편장부와복식부기해당사업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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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거래내용 거래처
수입 비용 고정자산증감

금액 부가세

10,000,000 1,000,000

금액 부가세 금액 부가세
비고

1. 5
○○판매

(외상)
A유통 세계

5,000,000 500,0001. 9
△△판매

(현금)
B농협 세계

5,000,000 500,0001. 15
○○구입

(외상)
C농기계 세계

2,000,0001. 17
▽▽구입

(현금)
D상사 영

200,0001. 20
거래처접대

(현금)
E회관 영

간편장부작성사례

복식부기장부란?

일정한기준에따라자금의변동내역을구분하여기록하는장

부기장을말한다.

단식부기가단순히거래가발생한순서에따라서일렬로거래

내역을기록하는방법이라면, 복식부기는장부를반으로나누어,

간편장부란?

영세한사업자가매일매일의수입과경비를쉽고간편하게기

록하도록국세청에서고시한장부를말한다. 소득세를신고할때

영세사업자는간편장부기장을근거로소득세를계산할수있다. 

간편장부와복식부기기장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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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 농업경영인으로 성장하기

자가노무비및가계비용의안분

작물재배농가회계의특수성은생산에필요한대부분의노동을가

족노동력에의존하고있어농업생산비와가계비의구분이어렵다

는데있다. 

회계는사업주의소득을산정하기위해기록하고집계하는과정이

다. 이러한이유에서정확한소득산출을위해선기장할때다음사

항을명심해야한다. 

첫째, 사업주인농업경영인의인건비는비용으로처리하지않아야

자금변동의특성에따라구분하여기록하는방법이다. 반으로나

누어진장부를왼쪽은차변, 오른쪽은대변이라고한다. 차변에는

자금의사용내역을기록하고，대변에는자금의조달방법과수입

을기록한다. 이렇게기록해두면회계기간종료후에도재정운영

의성과(수익, 비용지출등)와재정상태의변동(자산, 부채등) 상

황이체계적이면서종합적으로나타난다.  

회계지식이없는사람이라도쉽고간편하게작성할수있는간

편장부와달리복식부기는일정한규칙에따라작성되므로, 어느

정도의회계지식을갖추어야만장부작성이가능하다. 복식부기

를하기위해서는분개(전표) > 계정별원장>총계정원장>합계잔

액시산표등의절차가필요하고보조장부등이많이필요하다. 따

라서 수기로 하는 것은 무리이고 초보는 컴퓨터회계프로그램을

활용해야가능하기때문에별도교육을받는것이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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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판매재고농산물에대한수익처리문제

우리나라는농업회계처리기준을별도로도입하지않고있다. 이

에따라농업생산물도제조업과같이관행적으로판매를기준으로

매출을기록한다. 

농가소득파악은작목별특수성에따라계산을달리한다.

품목 내용

벼
미판매재고를당해연도에시가로판매시받을수있는금액

을 수익(조수익)으로 계산해야 당해 사업연도의 정확한 소득

을산출할수있다.

축산

가치증가분에 대하여 수익으로 처리해야 농가단위의 정확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을 산출할 수 있음. 다만, 미 판매분에

대한 수익 인식은 당해 사업 연도의 실질적 현금수익과는 차

이가 발생하게 될 수 있어 향후 판매시 판매가격의 변동에

따른소득차이가발생할수있다.

한다. 노동력이부족하여외부인력을사용하고지급하는인건비만

비용으로처리한다. 

둘째, 통신비, 차량유지비의경우생산부분과가계부분을명확히

구분하기힘들지만정확한소득산출을위해서는두가지부분을합

리적으로배분하여기재해야한다.

품목별계산방법

▶AFFIS 웹농가경영

장부

(http://farmbook.

affis.net) 웹사이트를

활용한회계장부관리

농가들의생산부터판매

까지 관리하는 회계 프

로그램. 누구나 쉽고 편

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사용 환경으로

만들어져, 이용자가 특

별히 사용법에 관한 교

육을 받지 않고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자 화면구성을 강화했

다. 특히 별도의 복잡한

입력이없이도마우스와

약간의키보드조작만으

로 최대한 원하는 결과

를얻을수있다. 

웹 농가경영장부는아피

스 통합인증을 통해 아

피스 회원이면 누구나

사용할수있다.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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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 농업경영인으로 성장하기

농가부업규모사육두수

사업 연도 중에는 판매를 기준으로 매출을 처리하고 농가단위의

연간소득을파악하기위하여미판매농산물에대한매출및동물의

가치증가분에대한매출을고려하여당해사업연도의경영성과를

평가하는방식으로소득을산출하게된다. 

축산업은규모에따라세금문제를준비한다

작물재배업은소득세가과세되지않기때문에세금문제가발생하

지않지만축산업은일정규모를초과하는경우장부기장등을통하

여절세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한다. 

다만소득세법에의한사육두수에대한비과세규정과사육두수를

초과하는소득금액에대해서도연간1천800만원의추가치는소득세

를비과세하고있어사업초기에는세부담이발생하지않는다. 축산

업의비과세기준규모는다음표와같다.

가축별 규모 비고

젖소 30마리

소 30마리

돼지 500마리

산양 300마리

면양 300마리

성축을기준으로한다.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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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업규모의사육두수산정은각축종별로계산하게된다. 만

약돼지 400마리, 산양 100마리를사육하는경우에는농가부업규

모에해당되어소득세가비과세된다. 또한소의경우에만육성중에

있는것은2마리를1마리로보며, 소를제외한축종은성축을기준으

로한다. 따라서양돈의경우자돈·육성돈은매월말사육두수현황

작성시제외된다.

●위마리수를초과하는경우사업자등록을해야하며, 소득세법에

의한장부기장의무및종합소득세신고및납부의무가있다. 따라

서위사육두수를초과하는경우에는비용지출에대한증빙서류를

갖추어야세금부담을줄일수있다. 세금계산서, 일반계산서및관

련증빙을간편장부등에기장해소득세를신고·납부하면부담을

줄일수있다. 또한매월사육두수현황표를작성하고, 농가부업소

득에대한비과세적용을받으면축산소득에대한소득세부담을최

소화할수있다.

토끼 5,000마리

닭 15,000마리

오리 15,000마리

양봉 100군

사육두수는매월말현황에의한평균
두수로한다.

가축별 규모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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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 농업경영인으로 성장하기

창업단계에서의사업자등록지침과회계관리의중요성

작물재배업을창업하는경우에는소득세납세의무가없어사업자

등록이법적으로필요하지않다. 또한축산업도창업시점부터농가

부업규모이상으로창업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소득세과세대상

이되지않으니사업자등록이필요하지않다. 따라서농업분야창업

시에는사업자등록의문제점이발생하지않는다.

하지만농가가인터넷판매, 민박, 음식물판매, 특산물제조등농업생

산외의추가적인활동을하는경우에는반드시사업자등록을해야한다.

인터넷판매, 사업자납품

인터넷을통하여본인이직접생산한농산물을판매하는경우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의하여통신판매업자

등록을시·군에해야하고, 사업자등록증사본을첨부해야한다. 법

률에의하여정상적인인터넷판매를위해서는사업자등록이필수다.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시작물재배농장의경우면세사업자로신

청해야한다. 업태는도·소매종목은농산물, 인터넷판매등으로하

고있다. 업태를작물재배업, 종목을농산물로하는것이맞는것이

지만작물재배업을영위하는개인의경우사업자등록사항이아니

기때문에국세청에작물재배업으로등록할수가없다.

또슈퍼마켓이나식당등에납품을하는경우, 사업자들의계산서

발행요청이있을수있고, 카드결제등을위해서도사업자등록이필

요하다. 이경우에도위와동일한방법에의하여사업자등록증을발

급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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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

민박의경우농가의부업소득에해당되지만2004년부터부가가치

세법상사업에해당되어사업자등록을해야한다. 민박은농어촌정

비법에의한민박에해당하면공중위생법적용을받지않도록되어

있다. 따라서신규로민박을하고자할때는민박요건을충족하는지

확인하고시·군에등록해야한다.

● 민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사업자또는일반과세사업자로사업자등록을해야한다. 

●간이과세사업자는연간공급가액이4천800만원미만인경우에발

급하는것으로부가가치세신고의간소화및부가가치세부담이일반

과세사업자에비하여낮다. 또한사업연도별(6개월)로공급가액이 1

천200만원미만인경우에는부가가치세납부를면제받을수있다. 

●간이과세사업자는카드가맹점가입, 현금영수증발급등의결제

는가능하지만사업자인기업, 관공서등에서세금계산서발급을요

청하는경우세금계산서발행이불가능하다는점을고려해야한다.

따라서거래처의대부분이사업자로서세금계산서발행등의요청

이많을것으로예상될때는일반과세사업자로등록해야한다. 일반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민박시설 투자와 관련해 부담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환급받을수있다.

▶민박이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민박사업시설로분류되

는 농어촌민박을 말한

다. 따라서‘공중위생관

리법’에 따른 숙박업에

는해당되지않는다. ‘농

어촌정비법’에 규정된

민박은농어촌지역과준

농어촌지역의주민이거

주하고있는단독주택을

이용해 농어촌 소득을

늘릴목적으로숙박·취

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다음의요건을

충족해야한다.

- 주택 연면적이 230㎡

제곱미터미만일것

-‘소방시설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수동식소화기를 1조 이

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

치할것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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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판매

식당의경우에는사업자등록이필수이다. 사업자등록을하기위해

서는식품위생법상식당의등록을필수로해야한다. 사업자등록신

청시식당업, 식품제조업과같이식품위생법허가를받아야하는사

업의경우에는사업자등록신청시허가증사본을첨부해야한다. 연

간공급가액이4천800만원미만의경우에는간이과세사업자로등

록하며, 4천800만원이상인경우에는일반과세사업자로등록해야

한다. 기타사항은민박의경우를참조하면된다.

제조

농업인이 부업으로 하는 제조는 대부분의 자가 농산물을 이용한

식품제조업으로포도엑기스, 잼, 차류, 한과및간장, 고추장, 된장

등의 장류이다. 식품가공업의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되어 사업자

등록시일반과세사업자로등록하도록되어있다.

●제조를하기위해서는관련시설의투자가선행된다. 이경우사업

개시전에사업자등록을하여건물, 기계, 기타설비를취득하게된

다. 이때 거래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

받거나사업자등록을발급받지않으면부가가치세액을환급받을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로 교부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사업

자등록증발급일로부터소급하여20일이내까지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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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및소득세가과세되는사업의경우, 회계관리는경영

자의의사결정에필요한정보제공외에소득세및부가가치세산정

의기본자료가된다. 회계관리의중요성이더욱중요한이유다.  

1.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임대차계약서사본

3.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4.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경우)

5. 재외국민·외국인입증서류

▶사업자등록신청절차

사업을개시한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

재지관할세무서민원봉

사실에사업자등록을신

청해야한다. 다만, 사업

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

우에도사업자등록을신

청할 수는 있다. 사업자

등록 신청시 개인의 경

우 별도의 서류 구비가

필요하다.

Tip

경영자의장부기장은해당사업에대한경영성과및사업과관련

한재산상태를파악하는것이주요목적이다. 작물재배의경우, 각

작물별경영성과를파악하기위해서각작목별로회계단위를구성

해야한다. 다만, 작물재배와관련하여투자한자산및부채는특정

작물과연계하기어려운경우가많아자산과부채의내역은통합관

리하는형태가적절하다.

※해당사업자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경우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

본또는사업계획서

작목유형, 복합영농별회계장부구성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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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계정 관리내역

수익(매출) 각작목별또는유사작목별로관리

비용 각작목별또는유사작목별로관리

자산및부채 통합관리

각회계계정별관리내역

계정과목 장부구성 비 고

수익 각작목별

비용(경영비) 각작목별

개별수익

별개별비용

공통비 통합관리 특정작목에직접배분이어려운경우

자산 통합관리㈜ 공통비처리후작목에안분부채

공통비

다만, 특정작목에만사용하는자산및부채의경우해당비용을특정작목에직접안분

통합관리㈜ 이자비용

직거래, 전자상거래등거래유형별납세

농산물도매시장, 농협공판장등을통한판매는사업자등록이필요

하지않아소득에대한세무문제가발생하지않는다. 다만, 직접생

산한농산물을인터넷판매, 통신판매및사업자에납품하는경우에

는신용카드결제, 현금영수증발행및계산서발행을위하여대부분

사업자등록을하고있다. 

회계장부구성을적절히할수있는방법

▶재무상태표(구 대차대

조표)와 손익계산서의

차이는?

회계 정보 중에서 재무

제표가 가장 대표적인

회계자료이고, 재무제표

중에서 재무상태표, 손

익계산서가대표적이다. 

재무상태표는 특정시점

현재의재산상태를알려

주는 것으로 경영의 흐

름을알수있다. 

손익계산서는일정기간

동안의경영성과를보여

준다. 재무상태표와 손

익계산서를함께봐야만

경영 흐름을 이해할 수

있고, 자산 변동에 대해

파악할수있다.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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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가공에대한세무

농산물을단순가공하여그형질의변화가일어나지않으면농산

물로인정되어부가가치세가과세되지않는다. 그러나가열등의가

공을통하여그형질이변하게되면부가가치세가과세되어공급가

액의10%에서매입부가가치세액을차감한차액에대하여부가가치

세를납부해야한다.

이경우에는아래의계산구조에의하여부가가치세를신고·납부

해야한다.

<부가가치계산식>

매출부가세 = 공급가액×10%

매입부가세 = 매입가액×10% (세금계산서교부분) 

차감납부세액

매출부가세(부가세 예수금)는 공급가액의 10%이며, 현금매출분

(소매분)이있는경우에는현금판매가액의 100/110을공급가액으로

하여부가가치세신고서에기타로구분하여부가가치세를신고·납

부해야한다.

전통식품가공업 (의제매입세액공제) 

사업자가부가가치세를면제받아공급받은농산물·축산물·수산

물또는임산물(이하“면세농산물등”이라한다)을원재료로하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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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공한재화또는창출한용역의공급이과세되는경우에는면

세농산물 구입가액의 2/10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하여매입세액에서공제할수있다

부가가치세가면세되는농산물을원재료로생산한제품(식품류)이

부가가치세가과세되는재화에해당하는경우란일반적으로식품제

조업이이에해당된다. 이경우, 주요원재료가부가가치세가면세되

는농산물로부가가치세신고시매입세액을공제받을금액이없게

되어일반과세사업자에비하여부가가치세부담이매우높게된다.

부가가치세법은식품제조업의부가가치세를경감하기위하여농산

물을생산단계에서농어민이부담한부가가치세액을계산한바농

산물가격의 100분의 2 정도로보고농산물금액의 102분의 2를매

출부가가치세액에서차감하여주고있다. 따라서전통식품가공업체

의경우농산물등을농민으로부터구입할때원재료수불부(농산물

수불부) 등관련한증빙을갖추기위해최선의노력을기울여야하며

부가가치세신고시의제매입공제신청서를제출하는경우에의제매

입세액공제를받을수있다. 

단순가공식품

가공품중김치류, 장류, 메주, 장아찌, 간장게장, 데친채소류(이

하“단순가공품”이라한다)를상품의형태로포장하여판매하면부

가가치세가과세되나포장을하지않은상태에서판매하면부가가

치세가과세되지않는다. 포장이란제품의가치를증가시키는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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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사후환급

농업용자재중일반자재에해당하는자재는영세율대신부가가

치세사후환급규정에의하여부가가치세를환급해주고있다. 부가

가치세영세율적용은농업인이적극적인환급절차없이구매단계에

부가가치세를전혀부담하지않지만농업용기자재중사후환급대

상품목의경우해당자재를구매시주민등록번호로세금계산서의

수령및농업협동조합등에환급신청을해야환급이가능하다. 따라

서환급대상품목의숙지및환급기간을확인하여해당품목을구입

시부가가치세환급을위한업무를수행해야한다.

환급대상농업인은표준산업분류표상의농업중작물재배업, 축산업

또는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

인이해당된다. 다만, 영농조합법인및농업회사법인의경우, 직접

재배나사육에사용하기위해매입하는분에대하여환급대상이되며

조합원에판매하거나농업인에게판매하는분에대하여서는환급대

상에포함되지않는다.

로단순히운반을위한포장은포장으로보지않는다. 단순가공식품

을생산하여판매할때상품가치를높이기위해병입, 관입등의소

포장단위의상품의형태로판매하기위해서는판매가격결정시부

가가치세액을고려해야한다.

기타알아야할세무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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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 농업경영인으로 성장하기

Summary

1.‘회계를 알면 돈이 보인다’는 말처럼 농업경영에서도 회계는 경영의 뼈대다. 습관

적으로매일매일의지출과수입을기록하는노력이필요하다.

2.회계는 장부기장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방식이 있다. 장부 기

장은경영성과와재산상태를파악하는것이주요목적이다.

3.간편장부는 영세한 사업자가 매일의 수입과 지출경비를 쉽고 간편하게 기록하도록

국세청에서 고시한 장부다. 거래가 발생한 순서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단순나열식

으로기록하면된다.

4.복식부기장부는 장부를 반으로 나누어 왼쪽 차변에는 자금의 사용내역을 기록하고

오른쪽 대변에는 자금의 조달방법과 수입을 기록하는 형태다. 이 기록을 보면 회

계기간이종료된후에경영성과와자산변동을종합적으로파악할수있다.

5.작물재배 회계 기장을 할 때 주의할 것은 ①사업주인 농업경영인의 인건비를 비용

으로 처리하지 말 것 ②통신비와 차량유지비의 경우 생산부분과 가계부분을 합리

적으로배분해기재할것등이다. 

6.작물재배는 소득세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축산

업은 사육두수가 일정 규모를 초과할 경우 과세되므로 해당 축종의 기준 규모를

알아두어야한다.

7.작물재배는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창업 시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지 않지만 축산업은

일정규모를초과할경우사업자등록을해야한다.

8.인터넷을 통해 본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할 때는 통신판매업자 등록을 관

할시·군에하고사업자등록도필수다. 

9.민박과식당은사업자등록을해야하고부가가치세를낸다. 연간공급가액이 4천800

만원미만일때는간이과세사업자로그이상일때는일반과세사업자로등록한다.

10.자가농산물을 이용해 장류나 잼, 엑기스 등을 가공할 때는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사업자등록시일반과세사업자로등록해야한다. 

11.웹사이트를이용한회계경영장부도활용가능하다.

→ AFFIS 웹농가경영장부활용처는 http://farmbook.affis.net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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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농지은행을활용한농지확보

농지가격을 안정시키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세운 토지관

리기관이다. 농어촌공사에서전국의농지를종합적으로관리하는차원으

로농지임대수탁사업, 농지매도수탁사업, 경영회생지원을위한농지매입

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농지은행을 잘 활용하면

후계농업경영인이비교적저렴한가격에안정적터전을확보할수있고

고령농업인은퇴시농지를비우지않고임대활용할수있다. 농업에신

규진입하는이들이필수적으로알아둘제도이다.   

▶농지은행이란

농지은행은정부에서토지를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해세운농어

촌공사산하기관이다. 효율적인농지이용과농업구조개선을위한

역할을한다. 주요사업은다음4가지이다.

①농지임대수탁사업

②농지매도수탁사업

③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④농지매입비축사업등이주요사업이다. 

이가운데전업농또는후계농에게농지를임대해주는수탁사업

을주목할필요가있다. 

농지은행은 농지 위탁자와는 임대 수·위탁 계약을, 임차인과는

임대차계약을체결해쌍방안전성을담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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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대수탁사업은소유자가농지의임대를농어촌공사에위탁

하는경우에이를수탁해서전업농, 신규후계농등에게임대해주는

사업이다. 경영규모확대와고령농업인의이·탈농을억제함으로써

농산업을지원하자는것이목적이다. 

실제농업경영에이용되고있는전, 답, 과수원이대상이고, 일정

규모이하(농업진흥지역내1,000㎡(약300평) 미만, 농업진흥지역밖

1,500㎡미만)의 소규모 농지나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내의

농지, 개발예정지역안의농지등은수탁대상에서제외하고있다. 이는

투기목적으로농지를취득하는것을차단하기위해서다. 

수탁기간은5년이상으로설정된다. 임차인의영농안정을위해계

약기간내에해지할경우위약금을징수하는방식으로임차인의손

실을보전한다. 

임차료는위탁자및경작예정자와협의하여결정한다. 

농지은행의4가지사업과활용방식

①임대위탁 ②임대수위탁계약체결 ③임대차계약체결

농지임대

위탁자
공사 농업인등

⑥임대차료지급 ⑤임대차료납부

④임대

농어촌공사와임대차계약방식

1. 농지임대수탁사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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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수수료는연간임차료의평균10% 수준이다.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자간에는 위탁계약, 한국농어촌공사와 임

차인과는임대차계약이체결된다. 만일위탁자또는임차인이사정

상계약을해지하려면계약해지60일전까지통보해야하며, 위탁을

해지할경우계약잔여기간동안의총임차료중20% 상당액을위약

금으로임차인(또는임대인)에게지급하게된다. 

하지만농지임차가쉬운것은아니다. 우선임차신청자가임대

신청자보다항상많은데다원하는농지규모가해마다커지고있기

때문이다. 반면에농촌개발로인한농지규모가해마다줄어들고있

는것도원인이다. 따라서농지임차는시군별지사의임대차선정위

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진행된다. 심사위원회에서는 임차인 우선순

위를기준으로임차인을선정한다.

▶임차인우선선정의

특별기준

임차 중에 있는 농업인

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

우, 임차인선정시 1순위

로조정이가능하다.  

①친환경인증농산물을

생산하는경우

②시설원예 및 다년생

식물을재배하는경우

③임차인이 자기비용으

로농로및용·배수등

기반정비를갖춘경우

Tip

농지매도를희망하는사람의농지를농지은행이수탁받아전업농,

후계농등에게매도하여농지유동화를촉진하는사업이다. 

농지 매도를희망해도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대상으로보조금을

수령한사람, 영농규모화사업사후관리위반등으로쌀전업농지정

이취소된 사람, 영농능력또는영농을위한준비가미흡하다고농

지은행심의위원회가인정한경우는참여가불가능하다.

매매가격은 공시지가와실거래가격을참고하여 농지은행과위탁

자가협의하여결정한다. 수탁기간은6개월이내로한다.       

1. 농지매도수탁사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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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 농업경영인으로 성장하기

신청

방법

•신청: 농어촌공사 지사 게시판 및 농지은행사이트
(www.fbo.or.kr)에 게시된 임대위탁공고 확인 후 신청

•공고기간 : 1차 7일간 공고, 임차신청이 없을 경우 최장
7일간 연장 공고. 

•신청기간 : <농지법> 관련규정에 따라 개인 간 임대가 불가한 농지는
신청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임차인 선정. 기타 농지
의 경우 위탁신청자와 협의하여 지정함

선정

우선

순위

•전업농 또는 전업농 육성 대상자
•농업법인
•영농정책자금을 지원받은 후계농업경영인
•4대강 하천부지 경작자(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경작하던 하천부지
농지를 경작하지 못하게 된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지참자에 한함) 

•귀농자(계약체결 이전까지 농지 소재지로 전입신고 완료자에 한함)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 대상경영체 참여농

신청

서류

•농지임차(사용차)신청서,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농지원부(농업인인 경우)

계약

체결

•계약장소 : 농지소재지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
•계약시기 : 임차인이 선정되고, 동 임차인이 임대조건에 동의할 때
•계약기간 : 해당 농지의 농지임대수탁기간
•계약체결 : 공사와 임차인은 관련 지침에 따른 계약서 양식으로 약정
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동안의 임대차료 납부약정서를 첨부

자연재해, 농산물가격하락등으로경영위기에처한농가가소유

하고 있는 농지나 농업시설물을 매입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토록하여경영을정상화하도록지원하는사업이다. 매입농지는

다시그매각한농가에저렴한임대료로7년간장기임대하고, 평가를

농지임차신청방법

1.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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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1회에한하여3년내에서임대기간을연장할수있다. 임대기간

중에경영여건이회복되면다시환매할수있도록해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도움을준다. 

지원대상은금융기관또는공공기관에대한농가부채금액이3천만

원이상, 최근3년이내기간중농업재해로연간농가피해율이50%

이상인농업인또는농업법인으로하고있다.  

경영회생지원자신청은연중계속되고있다. 경영이어려워회생을

위한처방이필요할때적극이용할만하다.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신청서와함께개인및법인의각종현황,

소유농지와 임차농지, 농업용시설보유 현황, 부채내역, 경영장부와

컨설팅기록등의서류와함께경영회생계획서를제출하면된다. 

농지매입·비축사업은고령·질병등으로영농에서은퇴또는이농·

전업하고자하는농업인의소유농지를농지은행이매입해전업농이

나 창업농 등에게 장기임대를 해줘서 농지시장 안정 및 농지이용

효율화를도모하는사업이다. 농지소유자의이농과탈농등으로인

한농지규모의축소를막고농지가격을유지해농사를짓고자하는

농민들에게농지를저렴한가격으로임대하게된다. 

이에따라농지의규모화로보다많은수익을농민들에게돌려주기

위한사업이다. 매입농지는경지정리나용수기반등농업생산기반이

정비돼 있어 농업용으로 보전가치가 크고 대규모 영농이 가능한

1. 농지시장안정을위한농지매입·비축사업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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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안에있는공부상지목이전, 답, 과수원인농지이다.

농지매입가격 단가가 1㎡당 2만5천 원을 초과하지 않는 농지이고,

1필지가2000㎡미만인농지로서, 각종개별법에의한개발계획구

역및예정지안의농지등은매입이제외된다.

농지매입가격은감정평가법인의감정평가가격내에서지사심의

회를거쳐공사와농지소유자간에합의된금액으로결정되지만농

지법제11조에따라시·군으로부터처분통지를받은농지의경우

공시지가로매입한다.

임대된농지는안정적인영농을할수있도록5년단위로임대되며,

5년단위로농지이용실태를평가해재임대가가능하다.

이같은농지와관련된정보는농어촌공사지역별지사에서확인

하는것이가장좋다. 공고게시를꾸준히하고있는주체라는점에서

가장정확한정보를갖고있고해당농지의거래배경, 안전성등을

직접적으로알고있는곳이라는점에서그렇다. 

(문의: 1577-7770, www.fbo.or.kr)

농지은행을잘활용하려면? 

농지은행을활용하면농지를구매하지않고임대를통해영농기

반을마련하거나, 영농규모를키울수있다. 

사실일반창업농이나귀농농민만을대상으로한농지구입지원

제도는그리많지는않다. 가능하면전업농자격을받고영농규모화

사업 지원을 받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농지임대 수탁사업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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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시행중인농지매입비축사업은창업및귀농인들에게

도해당되어저렴한가격에농지를임차해농사를지을수있다. 

영농규모화사업지원을받을수있는전업농이되려면가까운농

어촌공사지사로가서전업농육성대상자신청을해야한다. 신청만

하면누구나전업농이되는것이아니라농어촌공사지사의심의를

거쳐선정된농가만이전업농육성대상자로인정받을수있다. 

전업농이되고나서영농규모화사업자금을지원받는조건은각

사업별, 대상자별로지원규모가다르며지원상한도다르다. 

Q&A로알아보는농지은행활용법

Q1 농지은행을통해계약할때의매매가격과상환조건은? 

A매매가격은농어촌공사가매입한금액으로결정한다. 논은3.3㎡

당 3만원, 밭은 3만5천원, 과원은 4만원으로분할상환하게되며

초과분은매매계약체결일에일시납부해야한다. 

지원금리는연리 2%이고상환조건은연령에따라 15~30년범위

내에서분할납부가가능하다. 원금균등분할납부가원칙이지만2

년거치후상환잔여기간동안원금균등분할상환도가능하다. 

임대기간은공사임차농지의경우 5~10년이며공사소유농지의

경우당해농지의매도및농작물수확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

최단기간으로결정하게된다. 임차료는매년영농기이후무이자로

상환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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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농어촌공사에서운영중인영농규모화사업지원대상자는

어떻게선정되나?

A영농규모화사업으로농지를매입, 임차할수있는지원대상자자

격은다음과같다. 

①전업농육성대상자로선정된자로서사업시행연도 1월 1일현재

만60세이하(2010년도의경우1950년1월1일이후출생자)이고

다음의경영규모를갖춘자

- 경영규모가논1.5ha 또는밭1.0ha(시설작물0.3ha) 이상인자

- 다만, 후계농업경영인으로선정된지5년이내에전업농육성대상

자로선정된자의경우에는논또는밭경영규모1.0ha 이상인자

②60세이하이면서지원신청년도직전3년이상과수를재배하고

과원경영규모가0.1ha 이상인농업인으로서주작목으로재배하

고있는품목의과원을매입하고자하는농가

*경영규모는동일세대가소유또는임차하여경작하는논·밭·

과수원기준

③벼, 밭작물또는과수를주작목으로설립된농업법인

④영농복귀자

- 공사에 농지를 매도하고 전업(轉業)한 자로 전업 후 2년 이내에

영농에복귀하여벼를주작목으로경영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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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요건을갖추고있으면누구나지원을받을수있나?

A아니다. 지원대상자요건을갖추고있더라도다음에해당하는자

는공사를통해농지를매입, 임차지원을받을수없다. 

①농업경영정보를등록하지아니한농업경영체

②영농규모화사업(과원규모화사업포함) 원리금을연체중인자, 국

세·지방세 체납자 등 금융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지사심의

회’에서경영진단결과부적합한자로판단되는자

③본인또는배우자가안정적인타직업에종사하는자로서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본인및배우자합산)이연간3천7백만원이상인자

④농지소재지시·군·구에거주하지않는자

⑤허위·담합등으로부당지원을받거나, 사후관리위반으로시정

촉구를받고시정하지않은자

⑥당해 농지의 당초 소유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인

자. 다만, 다른상속인의상속농지를매입하고자하는전업농육성

대상자는지원가능

⑦운영자금을제외한농지매매사업, 농지구입자금을지원받은농

업법인의사원, 주주, 조합원

⑧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소유농지를 매도하고, 해당 농

지를임차중인자

⑨동일세대(법인포함)에서논·밭·과수원을중복하여지원받고

자하는자

Q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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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농지은행은 농지 위탁자와 임차인을 연결해주고 계약을 체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후계농업경영자들이저렴한가격에농지를확보하는데활용가능하다.

2.농지를 임차할 때 우선 선정순위는‘전업농₩전업농 육성 대상자, 농업법인, 후계

농업경영인, 4대강 하천부지 경작자, 귀농자,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 대상

경영체참여농’등이다.

3.임차 중에 있는 농업인이 ①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우 ②시설원예나 다

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③자기비용으로 농로 및 용·배수 기반정비를 한 경우

는선정 1순위가된다. 

4.자연재해, 농산물가격하락 등으로 위기에 처한 농가의 소유 농지나 시설물을 매입

해 부채를 상환토록 하고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사업도 있다. 이때

매입한 농지는 매각농가(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하

고경영여건이회복되면다시환매도가능하다.

5.경영회생지원자신청은연중계속되므로위기에처했을때이용할만하다.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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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농업부문은비농업부문에비해수익성이낮고, 소득의

불확실성이높으며시장실패가능성이높은것으로인식되고있다.

농업정책금융은이같은문제점을보완하고형평성을제고해사회

전체적인후생과생산성증가를목적으로하고있다. 

정책자금을공급하는방식은크게세가지형태로나뉜다. 

첫째, 정부가농업정책을수행하기위해농업인에게직접자금을

공급하는방식.

둘째, 농업대출에대한신용보증을제공하는방식.

셋째, 금융기관의농업대출에대한손실을보전하는방식. 

우리나라 농업정책 금융은 특정 분야의 육성이나 특정 품목의 생산 유

도, 소농 체제의신용보완, 영세 빈농에대한소득보전등다양한목적

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금의 종류와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농업경영에 부합하는지, 지원받을 자격에 해당

하는지, 절차와조건은어떤지등을종합적으로점검해야한다. 경영에서

성공하고도자금운용에서실패하는일이없도록세밀한계획과함께활

용해야한다. 

라.농업정책자금활용전략

농업정책자금의특성과공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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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농업정책금융의대부분은 농협중앙회와그회원조합을

통해최종수요자에게공급되며농업협동조합이대출채권의회수책

임을부담하고있다. 재원은대부분정부자금과농협자금으로구성

되어있다. 특히농협자금은농업정책금융지원을위한자금조달에

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이자금들의지원대상은과도하게세

분화되어있고운용관련규정도복잡하고까다롭다. 

따라서농업경영인이정책자금을지원받기위해서는자신의품목

과기능을규정하고자금조달의기본계획을수립해야한다. 이자

금계획을바탕으로어떤기관의어느자금을어느정도받을수있는

지파악해야한다. 

지원자금의

형태

행정기관이 지원대상자를 주도적으로 선정하는 자금

(후계농자금, 축산폐수처리시설자금 등)

농협이 심사를 통해 대출대상자를 결정하는 자금

(농업종합자금)

농업정책자금의특징

정책자금조달의기본전략

적정자금판단과조달계획세우기

농업경영체는규모와품목, 영농형태에따라제각각차이가크기

때문에업체별적정한자금규모를한마디로정의할수는없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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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자금운영기법

자금의

종류

•사업장이나 기계설비에 대한 투자
-자금투자 후 회수까지의 기간이 장기간 소요됨

-일반적으로이에소요되는자금은자본금또는금융기관

으로부터차입한장기자금으로조달해야함

•농업경영을 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사료·비료·농약대금, 인건비 등의 운영비 및 가계비

등에 쓰임

-초기에 최소 1회전 운영자금은 확보해둬야 함

운전자금

시설자금

수익및

상환계획

-손익분기점 도달은 최소 2~3년 설정이 필요

-초기 투자가 과다한 경우 상당한 어려움 발생

-단기차입금 사용의 위험성 인식수지계획

-판매예측, 판매대금의 회수 및 비용지출 추정 필요

-과거의 실적자료 정비, 분석하고 자금조달과

운영방법 개선, 검토

수지계획

수익계획

자금조달고려사항

만최소한사업계획서상필요하다고계산된액수만큼은반드시있

어야하고사업을하다보면예측하지못한여러가지장애로인해

사업기간이지연될가능성도있다. 이런여러가지변수를감안하지

않더라도추가자금이필요할가능성은늘존재한다. 

따라서 사업자금 조달을 계획할 때는 단기자금 계획뿐만 아니라

중₩장기적계획을세워추진해야한다. 이때고려할것들은자금의

종류, 기간별조달가능성, 수익비용과상환자금계획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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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 농업경영인으로 성장하기

사업자금을조달할때는누구나손익분기점을예상한다. 이때무

리한계획을세워서는안된다. 어떤업종이든손익분기점에도달하

기위해서는최소2~3년이필요하고그보다장기화될수도있다. 따

라서시설자금을확보할때는반드시운영자금의여유분을확보해

두는것이중요하다. 다음몇가지사항은명심하자.

▶손익분기점이란

수입과비용이같아지는

매출액. 

비용은고정비와변동비

로 구성된다. 고정비란

매출과상관없이동일하

게 발생하는 비용으로

임차료 같은 것을 말한

다. 변동비는 매출액에

따라 변동한다. 예를 들

면 인건비, 재료비 등이

변동비에 해당된다. 매

출액에서변동비를빼면

공헌이익이란게나오는

데 이 금액이 고정비와

같아지는것을손익분기

점이라고 한다. 따라서

손익분기점매출에미달

하면적자가발생한다.

손익분기점매출= 고정

비÷단위당공헌이익

Tip

사업자금운영에주의할점

•시설투자비가당초계획을초과하여보유자금이모두투입되면초기운영자

금이부족해차입금조달이불가피해진다. 이는결국과다부채에따른금융비

용부담증가로나타난다. 

•사업초기는대출금의거치기간으로인해비교적자금부담이적은때이니만

큼손익분기점도달을위해기술경영에매진해야한다. 즉, 초기투자가과다

하면상당한어려움이따른다. 

•농산물가격이대폭하락하고투입자재비가인상되는경우를대비해야한다.

판매처확보, 생산기술의안정및효율화등의경영관리가중요하다. 자금조

달이원활치못해차입금상환에시달리게되면경영자들이본원적인경영활

동에신경을집중할수없어수익성은더욱악화될우려가있다. 

•얼마의돈이수입되고얼마의돈이지출되는지지속체크해야한다. 그 결과

얼마의돈이남거나부족할것인지를계획하고, 부족하면어떻게부족자금을

조달하며, 남으면어떻게활용할것인가에대한대책을수립해야한다. 

•자금수지계획을세우려면판매예측, 판매대금의회수및비용지출을추정해야

한다. 이를위해서과거의실적자료를정비하고분석하는노력을게을리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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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을 위한 정책자금은‘농업(축산업)경영자금’과‘농업기계

화사업자금’, ‘농업종합자금’으로구분된다. 

농축산경영자금은농업경영의원활화및경쟁력강화를위해정부

가농업인에게농업경영비를저리로지원하는자금이다. 

●대출한도는농가당1천만원, 대출조건은연리1%, 1년일시상환

이다.

●대출신청은매년초마을별영농회장(또는작목반장)에게하면된다.

농업기계화사업자금은 농기계구입자금, 농기계수리봉사지원자

금, 농기계보관창고지원자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 지역농

협,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시군 행정기관 등이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농업기계화사업자금의지원비율은대체로사업비의70% 이내이

며, 대출금리는3.0% 수준이다. 

농업종합자금은 대출금융기관이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대

상자를선정하는등책임성을갖고시장원리에따라추진하는대출

주요정책자금의특징

농업(축산)경영자금

농업기계화사업자금

농업종합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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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다. 1999년에도입되어자금의지원방식을농업경영체중심으

로전환한뒤심사기능을보다강화했다. 세부사업별로복잡하게지

원되던 자금을 통합하여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단순화한 것이

특징이다. 자금대출 후 농가경영진단을 통해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하고있다. 따라서대출자금의부실화도최소화하고있다. 

※기타궁금한사항은농업금융정보센터(http://farmloan.nonghyup.com) 이용

대출자격

제한자

•농협및타은행에연체대출금, 연체이자, 카드연체금등

보유자

•과거농협등금융기관에손실을끼친자

•신용정보불량등록자

대출시

준비서류

•농업기술센터등사업주관기관이승인한사업계획서사본

•담보대출시감정에필요한서류

(등기부등본,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인감증명서)

•입보대출시연대보증인자격요건확인에필요한서류

•납세완납증명서(국세, 지방세)

•기타대출실행에필요한서류(해당농협담당자와협의)

내 용자본

▶채권보전방안검토

자금 대출을 받을 때는

사업계획단계에서본인

의 상황에 맞는 담보제

공 방안을 강구해야 한

다. 시설자금 대출 시에

는당해시설물또는타

담보제공 여력 및 농신

보보증서를담보로제공

하는것도가능하다.

Tip

후계농업경영인자금대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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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구분 대출절차

농지

구입

자금

시설

자금

운영자금

입식자금

①농지매매계약

②부동산거래신고(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발급)

③대출신청

※농지구입자금대출시담보제공은원칙적으로당해구입농지이다. 당해

농지로담보여력이부족할경우에는타부동산또는농신보보증서와결합

해야한다. 따라서농협담당자와사전에논의가필요하다.

①농업용시설신축또는증₩개축

②행정기관에세금계산서등사업실적확인관련자료제출

③대출신청(행정기관은농협에사업실적확인서또는사업완료

확인서를세금계산서등증빙자료와함께통보)

※시설자금대출시담보제공은원칙적으로당해시설이지만, 당해 시설물

을담보로제공하기어렵거나담보여력이없는경우에는타부동산또는

농신보보증서로대출이가능하다.

대출금의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운영자금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농협에통보. 사업추진계획서사본을통보하면별도의사업실적확

인절차없이대출이가능(적정한채권보전조치전제)하다.

①가축또는묘목등입식

②행정기관에세금계산서등입식확인자료제출

③대출신청(행정기관은 농협에 사업실적확인서 또는 사업완료확인

서를세금계산서등증빙자료와함께통보)

※입식자금은시설자금이아니므로신용또는농신보를포함한담보제공

후대출이가능하다.

▶신용대출을통한

자금조달방법

농업후계자자금의신용

대출의한도는 3천만원

(무입보 신용대출 1천만

원 포함)이다. 다만, 후

계농업경영자에 대해서

는추가로 3천만원까지

신용대출이가능하다.

- 무입보신용대출 : 농

업인본인의신용상태에

따라대출가능여부결정

- 입보신용대출 : 연대

보증인자격기준에따라

적격한보증인입보

Tip
각종정책자금대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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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능력및사업성은있으나담보력이미약한농림수산업자들이

많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제도는이들의신용을보증함으로써농

림수산업에필요한소요자금을원활하게마련할수있도록지원하

는제도다. 농어촌경제의균형있는발전에기여하는신용보완제도

라할수있다. 

신용보증의당사자와기관들의관계를도표로보면다음과같다.

하지만누구나보증이가능한것은아니다. 보증제한대상자와부

분보증제도, 보증료등을종합적으로알아두는게좋다.

신용보증당사자간관계

농신보

(보증기관)

채권자

(금융기관)

농신수산업자

(보증신청인)

신용보증계약 신용보증부탁계약

금전소비대차계약

▶신용대출보증한도는?

동일인이타인의농업정

책자금대출에대하여보

증할수있는한도는보

증대출금 잔액기준으로

3천만원이내이다. 

Tip농신보보증서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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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절차

•금융기관대출금을연체중에있는자

•상거래에따른금전지급채무를연체중에있는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신용거래정보중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

도, 관련인에의한등록사유가발생한자

•농신보구상채권보유자및그연대보증인

•이미발생된금전채무

•이미발생된금전채무의회수를위한금전채무(대환포함)

•선납원칙. 보증기간이 1년을초과하는경우에는 1년마다분할지급

가능

•보증료율(농어업인기준)

-보증금액 1억원이하 : 연 0.5%

-보증금액 1억원초과 : 연 0.6%

-보증금액 5억원초과 : 연 0.8%

※보증금액이 1억원 초과하는경우신용도에따라±0.2% 가감

•농협등금융기관에농신보대출신청

→신용조사에필요한서류를금융기관에제출

→신용조사평점결과에따라농신보보증금액결정

→보증금액이내에서대출실행

※농신보가농협에위탁한보증업무처리금액은 3천만원(개인누계기준)임

특 징구분

※기타궁금한사항은 http://www.nongshinbo.com

▶부분보증제도란?

보증부채무에대하여보

증기관과농협이일정비

율로 책임을 분담하는

제도다. 

보증기관이책임지지않

는 부분을 농협이 일정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즉 농협 책임부담분에

대해서는본인의신용이

충분치 못한 경우 연대

보증 입보 등 추가적인

채권보전조치를 요구받

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사전대비가필요하다. 

Tip

보증료

보증제한

대상채무

보증제한

대상자

농신보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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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농업정책자금은 ①정부가 직접 농업인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 ②농업대출에 대

한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방식 ③금융기관의 농업대출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는 방

식이있다.

2.사업자금 조달을 계획할 때는 단기자금과 중-장기 자금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때

자금의종류, 기간별조달가능성, 수익비용과상환계획등을고려해야한다.

3.농업인을위한정책자금은세가지형태로지원방식과기준이각각다르다.

① 농업(축산업)경영자금 _ 농가당 1천만원, 연리 1%, 1년 일시상환

②농업기계화사업자금 _ 연리 3% 

③ 농업종합자금 _ 시장원리에 따른 대출, 농업경영체 중심‘시설자금’과‘운전자

금’으로연리 3% 수준

4.농업후계자 자금의 신용대출 한도는 3천만 원이고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해서는 추

가 3천만원까지신용대출이가능하다. 

5.한 사람이 타인의 농업정책자금 대출에 대해 보증할 수 있는 한도는 보증대출금

잔액기준 3천만원이내이다. 

6.경영능력이나 사업성은 있지만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들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농신보) 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이때는 보증제한 대상자와 부분보증제

도, 보증료등을종합적으로알아둬야한다.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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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후계농업인이반드시알아야할법률

농업인을위한농업-식품관련법체계를일컬어‘농업법’이라고부른다.

세계 여러 나라, 특히 선진국에서는 농업법이 잘 입법되고 시행되고 있

어서잘사는농업인, 풍요로운농촌을만들어가고있다. 즉, 농업인이잘

살게해주는법이농업법이라고할수있다. 새롭게농업을시작하는후

계농업인이라면, 일반적인법률뿐만아니라농업관련법률도잘알고이

를충분히활용하는지혜가필요하다. 

법은평상시생활을영위하는데크게신경쓰지않아도된다고생

각하는이들이많다. 특히농업처럼자연과가까이지내고성실하게

살아가려는이들은법률에민감해하지않는경향이많다. 

하지만법은제재나벌칙의의미만있는게아니라지원과협력의

개념을동반하고있다는것을알아야한다. 특히농업경영을해나가

려면관계산업의전반적법률을통찰하고응용할줄아는지혜가필

요하다. 

법체계는위로는헌법에서부터아래로는법률, 명령(시행령-대통

령령; 시행규칙-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순으로이루어진하나의

체계를말한다. 이중에서국민의기본권과국가의통치기구인입법

‘농업₩농촌₩식품관련법체계=농업법’에대한이해

매뉴얼4장228-252출력  2010.8.30 11:14 PM  페이지238



2 후계농업경영인실무역량갖추기_239

당당한 농업경영인으로 성장하기

부, 행정부, 사법부의틀을정하는헌법이가장중요하며, 헌법으로

부터위임을받아국민의권리의무를구체적으로정하는법률이다

음으로중요하다. 

헌법의농업인을위한조항으로는농업·농촌·농업인에게 직접

적으로적용되는조항과간접적으로농업인에게도적용되는조항으

로크게나눌수있다. 직접적인조항으로는경자유전원칙을규정한

제121조와 국가의 농어업과 농어민 보호·육성 의무를 규정한 제

123조가있다. 

헌법제121조, 제1항에는경작자가농지를소유하는자작농주의가

법단계설에따른법체계의이해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권리의무

근거규범

하위규범

1. 헌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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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이상적이라는근대적경자유전원칙이선언돼있다. 제2항에는

농업생산성의제고와농지의합리적인이용을위해서만농지의사

용수익이이루어져야한다는현대적경자유전원칙이선언돼있다. 

헌법 제123조에는, 국가는 농어촌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야할의무(제1항), 지역의균형있는발전을위한지역경제육성의무

(제2항), 중소기업보호육성의무(제3항), 농어민의이익을위한농수

산물의수급균형과가격안정, 유통구조개선의무(제4항), 농어민자

조조직의자율적인발전보장의무(제5항) 등이직접명시돼있다. 

농업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법이 농업기본법이다. 세계 여러

나라, 특히 선진국에서는 농업기본법에 따라 자국의 농업·농촌을

보호하고농업인의생산과가공, 유통, 수출까지지원하고있다. 우

리나라에서는농업기본법으로기존에‘농업·농촌기본법’이있었

으나, 2001년에식품분야까지포괄된새로운법률로‘농어업·농어

촌식품산업기본법’이제정되었다. 

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기본법에는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

발전계획의수립·시행, 안전한농수산물과품질좋은식품의안정

적공급, 농어업인력의육성, 농어업생산구조의고도화, 농지와수

산자원어장의이용및보전, 농어촌지역의발전및삶의질향상, 농

어업·농어촌의공익기능증진, 통일대비농어업·농어촌및식품

산업정책과국제협력등이주요내용을이루고있다. 

1. 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기본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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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 농업경영인으로 성장하기

특히농업인력육성을위한국가의의무내용을규정한조항들은

다음과같은것들이있다. 

●농업경영체의경영안정및구조개선지원-제39조

●미래의농업인력인‘후계농업경영인’육성-제25조

●전문농업기술및경영능력을갖추고농어업발전에중추적이고

선도적인역할을할수있는‘전문농업인’육성-제26조

●‘여성농업인’의지위향상과전문화를위해필요한시책수립-

제27조

창업단계-어떤형태로창업할지, 법적권리와의무를알자

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기본법에서 정한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을

구체적으로어떻게할것인가를정한법률이 2009년에제정된‘농

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이다. 이법제10조에후계농

업경영인의선정과지원에관한규정을두고있다. 따라서후계농업

경영인은법률적근거에의해농업자금, 교육, 컨설팅등여러가지

지원을받을수있는것이다.

농업인은혼자서농업경영을할수있지만, 여러사람이영농조합

법인이나농업회사법인을만들어경영할수도있다. 그방식이‘농

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에규정돼있다. 창업단계에

서는이법률들을미리알아두고자신이어떤방식으로농업경영을

할지판단해야한다.

농업경영단계별로알아두어야할법률

매뉴얼4장228-252출력  2010.8.30 11:14 PM  페이지241



242_후계농업경영인육성매뉴얼

경영단계-자신의법적위치와적용법률을정확히알아두자

창업을한다음농업경영이본격적으로이루어지는단계에접어들

면계약에관한법률적지식을갖추어야한다. 농업인은농업용자재

를구입하여농사를지은다음, 자신이생산한농축산물을농협, 축

협, 생협등에출하한다든지또는도매시장, 유통업체에판매하여농

업소득을올리게된다. 

물론전자상거래등직거래를통하는방법도있다. 이러한거래는

모두계약을통해이루어진다. 이때는자신의법적지위와적용법률

을정확히알아두어야한다. 즉, 농업경영을한다고해서늘농업인

의지위를갖는게아니라때로는소비자로, 매도인혹은상인으로

지위가바뀌기도하기때문에적용되는법률도달라지게된다. 

●농업용자재구입단계 : 여기에서농업인의법적지위는매수인

(소비자)이다. 거래에관한일반법인민법이적용되며, 분쟁이생길

경우소비자보호원이나법률구조공단에도움을청할수있다.

●농산물출하또는판매단계 : 여기에서농업인의법적지위는경우

에따라위임인또는매도인, 상인이될것이고상대방은수임인, 매수

인, 또는소비자가될것이다. 따라서거래에관한일반법인민법이적

용되거나또는상인간의거래라면상법등이적용된다. 인터넷을통한

농산물직거래의경우‘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이적용된다. 

●농산물의 가공 단계 : 농산물을가공하여농식품으로만드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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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 농업경영인으로 성장하기

농업인의법적지위는제조자이다. 제조물책임법이적용되며, 식품이기

때문에식품위생법도적용된다.

●마케팅및홍보단계 : 농산물과농식품을잘판매하기위해서는마

케팅을하거나홍보가중요하지만, 이때식품위생법을위반하지않도록

유의하여야한다. 식품위생법에어긋나는광고나홍보를한경우영업

정지등의행정처분과형벌이부과될수있다.

●분쟁단계: 계약이제대로이행되지않았을때에는민사분쟁으로이

어지는데, 이러한분쟁해결에대하여는민사소송법이적용된다. 여기서

농업인의법적지위는원고또는피고이다. 경우에따라서는형법이나

개별법의처벌규정에따라형사소송이진행될수도있고, 이경우농업

인은수사단계에서는피의자이며형사소송이진행되면피고인이된다.

물론범죄피해자라면농업인은고소인이된다. 이때는농업인이라면

누구나농업인법률구조사업의지원을받을수있으니이를적극적으

로활용하여시간적·경제적부담을덜고승소확률도높일수있으니

반드시알아두어야한다.

●기타특별법 : 그리고가공, 유통, 품질관리등에대하여는작목별

로다양한특별법이있는데, 농업인은이러한특별법에도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특별법을 어길 때에는 행정처벌(과태료, 영업정지 등)

뿐만아니라형벌(징역형, 벌금형등)을받는수가있기때문이다. 이

에관하여는아래분야별, 작목별로살펴보자.

▶농업인법률구조사업

이란?

농업인이소송당사자인

경우, ‘법률구조법’에따

라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을 전부 부담

하는 것이 농업인법률구

조 제도이다. 농업인 법

률구조사업의 담당기관

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고, 농협은 매년 법률구

조기금을출연하고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전국전화 132.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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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토지즉, 농지는아주중요한생산요소이다. 농지의취득,

사용, 수익, 전용에대한사항들을규율하는특별법이농지법이다.

농지법은농지의매매, 증여, 임대차, 사용대차등농지거래에관한

조항들을포함하고있다. 물론농지거래에관한일반법은민법이므

로특별법인농지법의적용이없는사항은민법의적용을받게된다.

꼭알아야할사항은다음과같다.

●농지의소유자격은엄격하다. 농지를취득할때에는농지가소재

한행정관서로부터‘농지취득자격증명’을받도록하고있으며, 이때

‘농업경영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 농지법을 어겨

농지를소유하는경우사후처분(행정형벌,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매

수청구등)을받는경우가있다. 

●농지법이시행된1996년이후취득한농지에대한임대차와사용

대차, 위탁경영등은농지법에따른일정한사유(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따른공직취임등)가있는경우에만허용된다. 이를위반한

경우농지법위반으로처벌을받을수있다.

●농지를전용하고자하는경우에도사안에따라행정청의허가, 협

의또는신고절차를거쳐야한다. 예컨대농업인주택, 농축산업용시

설, 농수산물유통가공시설, 농업인공동생활시설등은신고사항이

다. 도시계획구역안의농지에대하여는협의사항, 그밖의중요한

농업경영분야별로알아두어야할법률

1. 토지응용분야1▶주말·체험영농을 하

려는사람은

총 1000㎡ 미만의 농지

를소유할수있다. 농지

를 자경하지 않는 농지

의 상속인은 10,000㎡

까지만 소유가 가능하

다. 또 8년 이상 농업경

영을 하던 자가 이농(離

農) 후에도 농지를 계속

소유할 경우,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0,000㎡까지만 소유가

가능한것등이다.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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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은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허가사항이다. 

● 하천구역인 농지에서 행정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농사를

짓는경우법정임대차로볼수있다. 단하천구역점용허가에는시설

물의설치나토질형질변경등은하지못하는등행위제한이따를

수있다. 이에대해서는하천법이적용되므로하천구역에서농업을

하는사람들은하천법을전반적으로살펴볼필요가있다.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농지에 대해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이적용되어그농지를거래할때에는토지거래계

약허가를받도록하고있다.

●농어촌발전을위한종합대책에관한농어촌정비법이있다. 이법

에따라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이루어지는데, 저수지둑을쌓는

경우또는간척지에서경작할수있는일시경작권, 농어촌생활환경

정비를요청하는법적근거가된다. 

●농업인이농외소득을올리기위하여농공단지, 농어촌관광휴양

단지나관광농원, 민박사업등을하는경우가있는데, 그근거법률인

농어촌정비법을살펴보는게좋다.

농산물을생산하기위해서는양질의농업생산자재가적시적소

에 공급되는 것이 필요하다. 농업 생산자재는 종자, 비료, 농약,

농기구, 농기계, 농업시설용 재료가 있다. 이와 관련된 법률들을

살펴보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징

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의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

Tip

벼·보리·콩·옥수수·

감자와 기타 대통령령으

로 정해 국가품종목록에

해당되는 작물이 있다.

품종등재대상 작물의 종

자를 판매 또는 보급할

때에는 종자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할 때도 농

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한다.

Tip

1. 생산분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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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산업법: 이법은육성자의권리보호, 종자의생산, 보증과유통

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다. 식물품종에대하여특허와같이보호

를해주며, 국립종자원에서출원품종의심사업무를담당한다.

●비료관리법 : 비료의품질을보전하고원활한수급과가격안정을

도모하기위한법인데, 농협중앙회에비료공급권이명시되어있다. 

●농약관리법: 농약의품질향상, 유통질서확립을위한법이다. 농약

의안전한사용과적정사용을통한환경보호도함께꾀하고있다. 따

라서농약영업은등록제이며, 농약자체도농촌진흥청장에게등록해

야하고, 농협중앙회에농약의비축과공급을권고하고있다.

●식물방역법 : 수출입식물과국내식물을검역하고식물에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하여‘식물방역법’이 마련되어 있다.

국립식물검역원에서이업무를관장한다.

농산물가공과관련된법률로는‘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을들

수있다. 농산물가공산업육성을국가의무로정하고있으며, 농산물

가공품에대한품질관리를위해특산물등의품질인증제도(제13조)

를두고있다. 축산물에대하여는‘축산물가공처리법’이있는데, 아

래축산분야에서따로살펴보겠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가공되지않은농산물의품질관리를위한

법이다. 2003년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과일, 채소류에대한

생산취득기준즉Codex GAP를제정함에따라우리나라도이에대

1. 가공및품질관리분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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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한 국내법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제정하였다. 농산물의 표

준 규격화를 위해 농산물 우수관리인증(GAP), 농산물 이력추적관

리, 지리적표시의등록제, 농산물잔류허용기준, 유전자변형농산물

의표시, 농산물검사관련조항등을두고있다.

●친환경농업육성법 : Codex의친환경인증과관련된법으로‘친

환경농업육성법’이 있다. 이 법에 따라 친환경농축산물을 유기농

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등

으로나누어친환경인증제도가실시되고있다. 따라서농업인이친

환경농축산물을생산, 판매하고자하는경우이기준을충족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 식품에관한위생관리, 영양관리, 정보제공을통한

국민보건의 증진에 관련된 법으로 농축산물을 가공하여 식품으로

만드는경우반드시알아두어야할법이다. 특히농산물이나농식품

의효능및효과를언론매체나인터넷을통해표시·광고하는경우,

현행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따르면질병치료에효능이있거나의

약품으로오인혼동케할우려가있는이른바‘허위과대표시광고’

가되며, 식품위생법에따라처벌받을수있다.

농수산물을판매하려는경우가장기본이되는법률이‘농수산물

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다. 흔히‘농안법’이라고불린다. 

● 농안법에는농산물의생산조정및출하조절, 농수산물도매시장,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식품 규격 기준을

제정·관리하는전문조

직으로, 세계보건기구

(WHO)와 국제연합식량

농업기구(FAO)가 합동

으로운영한다. ‘Codex’

는 영어로‘code(법령)’

를, ‘Alimentarius’는

‘food(식품)’를 뜻하는

라틴어로이위원회에서

설정한 규정을 보통‘코

덱스’또는‘코덱스 규

격’이라고한다. 전세계

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식품별 기준 규격을 설

정하고식품첨가물의사

용 대상이나 사용량에

대한 규격 설정, 오염물

질에대한규격및식품

표시 등 식품의 안전성

과 원활한 통상을 위한

활동을수행한다. 

Tip

1. 판매분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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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공판장및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안기금), 농수산물유통기구등에관한내용이담겨져있다. 농업

인에게는농안법제53조의흔히밭떼기거래라고부르는포전거래

조항이 중요한데, 포전거래에서 농업인은 매도인이자 채무자의 법

적지위에있다. 포전거래도농산물시장에서현실적으로비중이높

기에농업인보호가시급하다.

쌀, 보리, 밀 등의곡류와고구마, 감자등의서류와이를원료로

한분쇄물, 가루, 전분류등을양곡이라고하는데, 이에대하여는양

곡관리법에서규율하고있다. 양곡관리법은정부관리양곡, 공공비

축미곡, 양곡증권관리기금에관한사항이있다.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 2005년추곡수매제가폐지되

고, 공공비축제가시행됨에따라농업인소득안정을위해직접지불

제가시행되었다. 그근거법률이다. 1998년~2000년논농업에이용

된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직접지불금이 지급된

다. 하천구역인농지, 농지전용허가나신고된농지, 각종사업예정

지인농지등은제외돼있다. 1,000㎡미만의농지소유자, 농지처분

명령을받은자도제외된다.

●농어업재해대책법: 한해, 수해, 풍해, 냉해, 우박, 서리, 조해, 설

해, 동해, 병충해, 그밖에농업용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작목별로알아두어야할법률

1. 경종분야1

농안법 제53조에서는

포전매매에대하여도농

업인 보호를 위해 서면

방식으로 할 것을 권고

하며, 필요한 경우 행정

관청에신고하도록하고

있다. 나아가 계약금 비

율을높이고농업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로

하는 등 농업인과 상인

간 불공정 관행을 깨기

위한법제화가추진되고

있다.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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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및산림작물의피해가발생했을때, 재해를입은농어가에복구

에따른지원을한다. 이법은축산분야에도적용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 농어업재해로인하여발생하는농작물, 양식

수산물, 가축과농어업용시설물의피해를농업인이보험방식을통

해 대비한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으로나뉜다. 따라서이법도축산분야에적용된다. 농작물에는사

과, 배, 포도, 감, 감귤, 복숭아, 밤, 참다래, 자두, 감자, 콩, 양파, 고

추, 수박, 옥수수, 고구마, 마늘, 매실, 벼등과농업용시설이포함된

다. 가축에는소, 말,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사슴, 거위,

타조, 양, 벌등과그축사가포함된다. 양식수산물에는넙치와그양

식시설이다.

축산이란가축에서생산된고기, 젖, 알, 꿀과이들의가공품, 가

죽, 털, 그밖의가축의생산물, 넓게는애완동물, 곤충, 경마나소싸

움등과관련된산업까지포괄한다. 

축산분야의기본법은축산법이다. 초지법, 사료관리법, 축산자조

금의조성및운용에관한법률, 축산물가공처리법, 가축분뇨의관리

및이용에관한법률, 도축장구조조정법이있다. 

●축산법 : 축산법은가축의개량증식, 축산업의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수급조절및가격안정, 유통개선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

고있다. 축산발전기금의근거법률이기도하다.

●초지법 : 사료용작물의재배에이용되는초지의조성, 관리, 이

▶농어업재해보험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

를 보상하기 위하여 정

부가 마련한 정책형 민

간보험으로, 보험대상에

따라농축협과수협에서

각각가입할수있다. 

Tip

1. 축산분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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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보전에관한사항을정한법이다. 초지조성은개인이임의로할

수없고, 일단초지조성허가가난경우에는일정기간(지목에따라

다르지만대개5년) 의무적으로초지를관리해야한다. 또초지조성

을할수없는토지가법률로규정돼있다. 

●사료관리법 : 사료의수급안정, 품질관리, 안전성확보에관한법

률인데, 사료용으로들여온옥수수를식용으로판매하는경우처벌

할수있는근거가된다.

●낙농진흥법 : 낙농산업의 구조개선,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조절,

가격안정과유통구조의개선을위한법이다. 낙농진흥법에따라국

가는낙농진흥계획을수립하고, 초지중에서낙농경영에적합한곳

을 낙농지구로 지정하고, 낙농진흥회를 설립하여 민간이 자율적으

로원유를수급조절하게유도하고있다. 또지역축협을집유조합으

로일원화하고원유검사를국가(지자체)에서실시해생산자와소비

자의불신을해소하고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의위생적인관리와품질향상을위해

가축의사육, 도축, 가공, 유통, 검사에관한사항을정한법이축산

물가공처리법이다. 이법에따르면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에서축산

물 규격 및 표시사항을 정하고, 축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에따라축산물위생관리를하며, 축산물검사, 축산물영

업의허가나신고에관한사항을규율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 축산업에서는구제역이나조류인플루엔자등

가축전염병이축산농가의경영에미치는영향이크다. 이에관한법

이가축전염병예방법이다. 이법에따라가축전염병은위험한순위

무정란을 동물성사료로

제조하겠다고신고한뒤

계란분말가루로 가공하

여 유통시키면, 축산물

가공처리법위반으로형

사처벌될수있다. 

Tip

병들거나 죽은 가축이

발생할경우축산농가는

신고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의 벌금을 물을 수 있

다.) 가축질병과 관련된

엄격한 규정이 많기 때

문에축산업경영인들은

필히관련법률을살펴봐

야한다.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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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 농업경영인으로 성장하기

에따라1종(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등), 2종(브루셀라병,

소해면상뇌증등), 3종(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으로나뉜다.

●기타특례법 : 축산관련민원이반영되어제정되거나개정된법률

들이있다. 먼저농지법에서축사시설부지는농지에서제외되어농

지전용이힘들었는데, 2007년에농지법을개정하여축사시설부지

도농지에포함시켜민원을해결하였다. 이같은개정법률들을꾸준

히체크해경영에참고하는것이필요하다.

소축사등은그특성상

개방형축사로지어지는

데, 민법상 건물 개념에

들어맞지 않아 등기를

할수없었다. 이로인해

재산권을행사하거나담

보로 삼아 자금을 융통

하기 어려웠다. 2009년

‘축사의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

여, 연면적 200㎡을 넘

는 지붕과 견고한 구조

를 갖춘 축사에 대하여

는건물등기부에등기할

수있도록하였다. 또축

사시설 내의 가축 전부

는수시로그수량이변

동되는데, 이러한 가축

을축산농가가양도담보

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

통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었다. 1990년

대법원이이를인정하여

축산농가의 금융애로가

해소되었다.

Tip

Summary

1.농업-식품 전반에 걸친 법체계를‘농업법’이라 부르는데 이는 농업인을 보호·육

성하는측면과규제·관리하는기능을겸하고있다.

2.헌법 121조에는 국가의 농어업과 농어민 보호·육성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경자유

전원칙을선언하고있다. 

3. 2009년 제정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후계농업경영인의 선

정과지원에관한규정이있다. 

4.농산물을 거래할 때는‘민법’과‘상법’이 적용되고 인터넷을 통해 직거래할 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이때 농산물(농식품)

의 효능 및 효과를 표시하거나 광고할 때‘식품위생법’에 의한‘허위 과대표시 광

고’로처벌받지않도록조심해야한다.

5.계약과관련해민사분쟁이일어날때는‘농업인법률구조’를받을수있다. 

6.농산물가공, 유통, 품질관리에 대해서는작목별로특별법이있으므로반드시알아

두는게좋다.

7.구체적인 법률을 알아보고 싶을 때는‘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

확인하고 정부 정책은 관보 홈페이지((http://gwanbo.korea.go.kr)를 참조한다.

기타 판례나 법령에 대한 검색은 대법원이 운영하는 법률종합정보 홈페이지

(http://glaw.scourt.go.kr)을 황용한다.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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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및판례는어떻게알아봐야하나

▶법령검색방법

•관보 : 대한민국정부발행(행정안전부소관업무)

- 국가가국민일반에게널리주지시킬사항을편찬하여발행하는국가의공

보기관지로서헌법개정, 법령, 조약, 인사, 기타공무에관한사항을게재함

- 종이관보가원칙, 관보홈페이지(http://gwanbo.korea.go.kr)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 법제처가운영하는법령판례검색홈페

이지

-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조약, 판례, 헌재결정례, 해석례, 심판례등을망라

- 소관부처별, 분야별검색가능

- 입법예고, 전자관보, 입법추진현황도알수있음

▶판례검색방법

•판례 : 대법원에서판시한헌법법률명령또는규칙의해석적용에관한의견

(구법원조직법제7조제1항단서제3호), 현재존재하는법에대한법관의해석

•판례의필요성 : 추상적인법규의구체적인적용모습을알수있음

•3심제의이해

- 1심 : 지방법원단독 <불복하여2심으로가는것이항소>

- 2심 : 지방법원합의부또는고등법원 <불복하여대법원가는것, 상고>

- 3심 : 대법원 : 상고를기각또는인용 (원심파기)

•판례검색 (법원도서관소관업무)

- 대법원판례집 : 책자형태

- 법원공보 : 뉴스레터형태

- 법률종합정보(http://glaw.scourt.go.kr) : 대법원이운영하는홈페이지

(예) “2007두22078”사건을검색어로입력하면판결전문과참고문헌까지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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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농수산사업정보시스템

Agrix 활용법
http://www.agri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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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사업정보시스템, 온라인으로정책과교감

AGRIX는농수산사업정보시스템이다. 농림사업의신청서식을표

준화하고업무처리절차를간소화하기위한인터넷정보시스템. 사

업신청에서 정산까지 온라인을 통해 관리하면서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 

농업인들은 AGRIX를 활용해 정부의 농림사업 내용을 알아보고

사업신청을할수있고진행상황을알아볼수있다. 사업비의보조,

융자, 자부담등이자세하게안내되어있으므로필요한정보를간편

하게찾아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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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Agrix 활용법

또사업별로각기다른주무관청들을찾아가일일이손으로서류

를작성해야하는불편을덜수도있다. AGRIX 홈페이지에들어가

로그인만하면자신이신청한사업의처리결과는물론지원받을수

있는금액과시기등을일목요연하게조회할수있다. 새로운사업을

신청할경우‘내형편에맞는사업’을손쉽게진단해볼수도있다.

SMS를통해사업관련새로운정보를시시각각받아보고, 담당공

무원과상담도할수있다.

AGRIX는읍₩면₩동사무소에비치되어있는‘농수산사업지침서’라

는책내용을하나의시스템으로만들어놓은것이다. ‘농수산사업

지침서’는 3천500여페이지에달한다. 개별농가에서이를일일이

찾아보기란여의치않다. 또자신에게필요한정보르적절하게맞춤

관리하기도힘들다. 따라서전국232개시₩군₩구에흩어져있는농

림사업별정보를통합, 온라인화해농업인개인별로파악할수있게

관리해주는시스템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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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속

1) 인터넷주소란에http://www.agrix.go.kr을입력한다.

2) 오른쪽상단에보이는회원가입메뉴를클릭한다. 

회원가입메뉴가뜨면회원약관을읽어본다음‘위의약관에

동의하십니까’라는질문에‘동의함’을클릭한다.

3) 가입여부 확인 화면이 나오면 실명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다.

먼저AGRIX를사용하려면프로그램이잘돌아갈수있는컴퓨터환경을갖추고있는지확인이

필요합니다. 내 PC가어떤환경을갖고있는지꼼꼼하게살펴보세요! AGRIX를 사용하려면아

래와같은사양이필요합니다.

①PC 사양 : CPU : 펜티엄Ⅲ-700MHz (권장 : 펜티엄Ⅳ이상)

메모리 : 256Mb 이상 (권장512Mb 이상)

하드디스크 : 10Gb 이상 (권장30 Gb 이상)

화면해상도 : 1024×768

②인터넷사양 : 인터넷익스플로러6.0 이상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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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Agrix 활용법

4) 신규등록을할수있다는설명이나오면확인버튼을클릭한다.

5) 회원가입에필요한정보를입력하는화면에서*가붙어있는정보를

빠짐없이기록하고저장버튼을누르면회원가입절차가끝난다.

2. 로그인

아이디와비밀번호를입력하면바로로그인이되어서자유롭게정

보를활용할수있다. 

3. 간편하고쉬운활용법

AGRIX 홈페이지는크게농수산사업검색, 농수산사업신청, 농수

산사업도우미, 열린마당, AGRIX 홍보관, 나의농수산산업, 도움말

등의메뉴로구성되어있다. 

이 중도움말에들어가면어느누구나쉽게 AGRIX를활용할수

있게친절하게설명해준다.

다양하고알찬농수산사업정보를빠르고쉽게찾아갈수있도록

분야를세분화해서검색할수있다. 농산, 축산, 수산, 임업, 농지, 유

통, 교육, 친환경, 농업용수, 시설장비, 농촌개발, 농촌복지, 농촌관

광, 정보화등의분야로나눠사업연도별로검색이가능하도록했다. 

예를들어2010년농산사업을검색하면가나다순으로관련사업

이주르륵뜬다. 

맨 먼저보이는‘고부가가치종자산업육성사업’을클릭하면 2010

년 시행사업을기준으로한‘고부가가치종자산업육성사업농업인

농수산사업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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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침서’가뜬다. 지침서원문을볼수있는것은물론PDF 파일

을다운로드받을수도있으며, 인쇄도가능하다.

다양한농수산사업신청을온라인으로집에서쉽고편하게할수

있다. 먼저신청이가능한농수산사업을확인한뒤“신규신청”버튼

을클릭하면해당사업의사업신청서화면으로이동한다. 

신청할때본인의주민등록번호나사업자등록번호로신청해야하

며, 사업신청서내의기재부분은허위가없어야한다. 만일허위기재

가확인되면법적인제재를받을수있다. 또신청서를접수할때누

락된내용이있으면심사가진행되지않기때문에정확하고자세히

기재해야한다. 확인버튼을누르기전에빠진내용이없는지꼼꼼하

게확인작업이필요하다.  

농수산사업법규, 농수산사업통계정보, 공무원용길라잡이, 농업

인용길라잡이, 자주묻는질문등농수산사업에대한모든것에대

해빠르고알기쉽게도와준다. 

농수산사업정보시스템과 관련하여궁금한사항이나시스템또는

홈페이지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AGRIX 운영지원센터

로문의하면된다.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후계농및농촌마을종합개발관련농

농수산사업신청

농수산사업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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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Agrix 활용법

림사업직불제, 산지유통관련및축산관련농림사업등에대한문의

도받는다. 

농수산사업중관심분야의사업소식으로자신만의화면을구성하

여농수산사업소식에더욱가깝게다가갈수있도록돕는다. 나의농

수산사업설정은“나의농수산사업등록”에서가능하다.

농수산산업의모든소식을한눈에볼수있다. 

AGRIX 새소식, 농림수산식품부 새소식, 사업정책자료, AGRIX

소식지, 설문조사등다양한정보가있다.

나의농수산사업

열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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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인이라면

꼭알아두어야할

기관₩협회₩

단체₩정보사이트

부록 2

부록253-270출력  2010.9.1 18:41  페이지261



262_후계농업경영인육성매뉴얼

농림수산식품부 1577-1020 www.mifaff.go.kr   

농촌진흥청 031-299-2200(야간 2500) www.rda.go.k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031-446-0124 www.naqs.go.kr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031-929-4603 www.nfis.go.kr

국립식물검역원 031-449-0524~5 www.npqs.go.kr

국립수의과학검역원 031-467-1700 www.nvrqs.go.kr

국립수산과학원 051-720-2114 www.nfrdi.re.kr

국립종자원 031-467-0110~5 www.seed.go.kr

농업연수원 031-299-0010 www.ati.go.kr

수산인력개발원 051-720-7707 www.mafhi.go.kr

동해어업지도사무소 051-410-1010 http://eastship.mifaff.go.kr

서해어업지도사무소 061-240-7912, 야간 7951 http://westship.mifaff.go.kr

한국농어촌공사 031-420-3114 www.ekr.or.kr

aT 농수산물유통공사 02-6300-1114 www.at.or.kr

농업경영유관기관

기 관 전화번호 사이트(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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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지도기관

경기도농업기술원 031-229-6114 www.nongup.gyeonggi.kr

강원도농업기술원 033-254-7901~4 www.ares.gangwon.kr

충청북도농업기술원 043-220-8330 www.ares.chungbuk.kr

충청남도농업기술원 041-330-6200 www.cnnongup.net

전라북도농업기술원 063-290-6000 www.jbares.go.kr

전라남도농업기술원 061-330-2600 www.jares.go.kr

경상북도농업기술원 053-320-0200 www.gba.go.kr

경상남도농업기술원 055-771-6114 www.knrda.go.kr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064-760-7214 www.agri.jeju.kr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02-459-8992 http://agro.seoul.go.kr

부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 051-972-0491-2 http://nongup.busan.go.kr

대구광역시농업기술센터 053-982-3812 www.daegu.go.kr/rural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 032-427-5959 http://agro.incheon.go.kr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 062-613-5261 http://agri.gjcity.net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 042-935-5959 www.daejeon.go.kr/farmtech

울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 052-247-8301~3 http://atc.ul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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