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 은퇴농 ‧승계농 지원 확대

총사업비 264.2백만원 사업구분 임기내 계속 추진진도 완료
(이행후계속추진) 100%

□ 최종목표 
 ○ 은퇴농의 영농승계 지원확대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은퇴농가의 영농승계로 청년 창업농의 진출을 촉진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로 선순환 체계 구축

○ 사업기간 : 2018년 ~ 계속

○ 위    치 : 관내

○ 사 업 비 : 264.2백만원 (국비 168.2, 도비 24, 군비 72)
○ 사업내용 :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은퇴농 멘토 활동지원

□ 연차별 추진계획 

세부사업명 임기전 ‘18 
하반기 ‘19 ‘20 ‘21 ‘22.6 임기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 5
지원
확대
요구

지원
확대
요구

지원
확대
요구

지원
확대
요구

지원
확대
요구

은퇴농멘토 
활동지원

- - 5농가 지속적 
추진

지속적 
추진

지속적 
추진

지속적 
추진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구분
임기내

임기후
계 ‘18 

하반기 ‘19 ‘20 ‘21 ‘22.6

계

총계 264.2 24.2 60 60 60 60

국비 168.2 17 37.8 37.8 37.8 37.8

도비 24 2.4 5.4 5.4 5.4 5.4

군비 72 4.8 16.8 16.8 16.8 16.8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총계 240.2 24.2 54 54 54 54
국비 168.2 17 37.8 37.8 37.8 37.8
도비 24 2.4 5.4 5.4 5.4 5.4
군비 48 4.8 10.8 10.8 10.8 10.8

은퇴농 

멘토‧멘티

활동지원

계 24 6 6 6 6
국비
도비
군비 24 　 6 6 6 6



□ 추진상황

 ○ 2020년까지 실적

- 2018년 청년후계농 5명선정

- 2018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경영진단⸳분석 4명 컨설팅

- 2018년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군위군 현지강사 1명 초빙

- 2018년 농업인대학 교육 군위군 현지강사 1명 초빙

- 2019년 청년후계농 7명선정

- 2019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경영진단⸳분석 5명 컨설팅  

- 2019년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군위군 현지강사 12명 초빙

- 2019년 품목별(자두) 상설교육 군위군 현지강사 1회

- 2019년 품목별(농촌체험 실습) 상설교육 현지강사 1회

- 2020년 청년후계농 5명 선정

- 2020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5명 추진

- 2020년 농업인대학 교육 군위군 현지강사 초빙 및 견학 2회

- 2020년 청년후계농 간담회 1회

- 2020년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지원 2개소  

 ○ 향후 추진계획

- 청년후계농 15명 의무이행 점검 및 관리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추진

-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지원사업 추진 

□ 추가실적 

○ 2020년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지원 2개소

○ 2021년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지원 1개소



□ 증빙자료

○ 청년후계농 보도자료



○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지원 2개소 추진

은승진(체험장 공사)

백성찬(체험장공사 및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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